붙임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1)

프로그램 명: 광덕 with AI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1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1~2/10

[6실04-08]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3) 쓰기

적용한다.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2

3~5/10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3

6~7/10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1) 체험
미술 (2) 표현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1) 체험
미술 (2) 표현
음악 (2) 감상

[초등학교 5~6학년]
과학 (7) 물체의
운동
요소를 설명한다.
미술 (2) 표현
[6실04-05]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수송 수단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음악 (2) 감상
[6실04-04] 수송과 수송 수단의 의미를 알고, 수송 수단의 기본

4

8~10/10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0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이웃사촌 AI

일상 생활에서 보편화되어 가는 인공지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와 활용함에 있어 생각해야 할 윤리적인 규칙들에 대해 고민하는 활동
1~2
/10

으로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교육활동을 통해 코딩교육, 드론 수업 등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AI 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조작이나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의 수업이 대부분이기에 AI 에 대한 조사학습
으로 지식정보 처리 역량과 AI 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토의토론 수업 등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Co

영상 [ 이세돌의 신의 한 수!! 알파고 ] 시청하기

차시

주요내용
Co

영상 [이세돌 vs 국산 AI 한돌 ] 시청하기

ET

내가 AI 와 대결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기

CD

AI 의 뜻 알아보기

CD

생활 주변에서 AI 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CD

AI 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

CD

AI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CD

AI 로 인해 달라진 미래의 우리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기

ET

AI 로 인해 달라진 미래의 생활 모습 그림 발표하기

ET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AI 모습을 생각해 보기

ET

AI 는

주제(단원)명

이다.
AI 에게 선행상을 수여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인공지능의 필요성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
하고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과 악용되는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인공지능과 자신의 생활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생활 주변의 AI 를 알아보고 AI 로 인해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통해 AI 의 선한
영향력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찾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고
AI 스마트 센서 휴지통 만들기를 통해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과 산출물 제작을 통해 창의‧융
3~5
/10

합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Co

사람을 돕는 착한 AI

Co

사람을 돕는 착한 또 다른 AI 찾아보기

Co

불편하고 힘든 세상

Co

이런 문제도 있어요

CD

탐색! 우리 교실의 불편함

CD

교실을 도와줘!! AI

CD

쓰레기 먹는 AI 휴지통

ET

생활 주변에서 AI 가 활용된 쓰레기통에 대해 조사하기

ET

AI 스마트 휴지통는

주제(단원)명

이다.

AI, 베토벤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의료, 군사 등 전문적인 영역을 넘어 스포츠, 교통 등 일상적인 영역
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과 AI 가 협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
6~7

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예술 창작 분야에서도 AI 와의 협력이 일

/10

어나고 있다. 예술 창작 분야와의 협력에 있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예술 창작의 영역
을 넓히고 잃어버린 문화유산에 대한 부활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다. 이런 상황을 고
려하여 예술 창작과 협력하는 AI 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도안
을 구성하였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음성인식 AI 에 대해 보다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 배움과 삶이

차시

주요내용
일치하는 행복한 배움을 추구하는 기회로 활용하며 AI 블루투스 스피커 조립을 통해 기술적
문제해결능력과 기술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완성된 산출물을 통해 음악적 감성 역량을 함양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Co

영상 [인공지능, 콧노래만 불러도 음악 검색 ‘척척’] 시청하기

Co

영상 [그림에 디자인까지...인공지능 피카소 따라해보니] 시청하기

CD

음악과 AI 가 만나면

CD

음악 AI 와 내가 만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CD

집중 분석!! 음성인식 기술

ET

음성인식 기술의 빛과 그림자

CD

음악을 틀어줘!! AI

CD

우리에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ET

생활 주변에서 AI 가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ET

블루투스 스피커는

주제(단원)명

이다.

AI 가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융합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과학, 수학, 기술, 공학,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기능을
토대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지녀야 할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안을 구성하였
다.
생활필수품인 교통수단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편리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
보의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8~10
/10

더불어 미래사회의 새로운 수송수단을 제안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Co

조심하세요!! AI 자동차

CD

여기 저기 “안전하세요”

Co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세요

CD

“고민 고민 하지마요”

CD

알지만 모르는 자동차

CD

안전 보장! 인공지능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요

ET

안전벨트=생명벨트

ET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 는

이다.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실과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5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초등학교] (2) 기술의 세계

광덕 with AI

차시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1~10/10

• 인공지능(AI)가 우리 생활에서 적용된 사례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AI로 인해 달라진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사람을 돕는 AI를 우리 생활에서 적용된 사례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 AI가 예술 창작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하여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와 AI와의 관계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쓰레기 먹는 AI 휴지통(블루투스 스피커,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의 회로도를 참고로
하여 AI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연계과목

STEAM
요소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미술

[초등학교 5~6학년] (1) 체험

S

수송수단의 안전장치 기능 알기

T

회로도를 참고하여 산출물(쓰레기통, 스피커, 자동차) 만들기

E

조립 설명서를 참고하여 산출물(쓰레기통, 스피커, 자동차)

A

산출물(쓰레기통, 스피커, 자동차) 의 용도, 쓸모를 고려하여 만들기

완성하기

M
인공지능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인공지능의 필요성에 대해 친구들과 토
개발 의도

의하고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과 악용되는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사람을 도
울 수 있는 착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STEAM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교육현장에서 AI 교육은 코딩교육, 드론 수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AI 에 대한 근본적인 접
근이 아닌 조작이나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의 수업이 대부분이기에 AI 에 대한 조사학습으로 지식정
보 처리 역량과 AI 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토의토론 수업 등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신장,
AI 관련 만들기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및 자신의 생활 속에서 활용함으로써 배움과 앎이 일치
하는 배움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조사 및 발표하기
* 토의토론 하기
1. AI 가 활용되는 사례
2. 사람을 돕는 AI
3. 예술 창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AI
안전과 관련된 AI

* 미래사회의 AI 상상 및 설계하기
* 인공지능 산출물 디자인하고
만들기
1. 스마트 쓰레기통 만들기
2.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3. 인공지능 자동차 만들기

감성적 체험

* 인공지능에 대한
나의 생각 정의하기
* 올바른 인공 지능의
사용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감
성
적
체
험

소주제

이웃사촌 AI

과목
성취
기준

국어, 실과

차 시
단

원

1~2/10 차시

4. 수송 기술과 안전관리

• [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6실04-08]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학습
목표

• 인공지능(AI)가 우리 생활에서 적용된 사례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AI로 인해 달라진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영상 [ 이세돌의 신의 한 수!! 알파고 ] 시청하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Htq_Kdv_So
-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 과정에서 알파고의 경기 대응 과정을 살펴본다.
- 인공지능의 경기에 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Co

도입
(10 분)

영상 [이세돌 vs 국산 AI 한돌 ] 시청하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68307
- 우리나라 AI 발달 정도를 파악한다.
- 내가 경험한 AI 를 이야기한다.
ET

내가 AI 와 대결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기

- AI 를 이길 수 있는 나의 장점을 생각한다.
- 나의 장점을 무기로 AI 와 대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한다.
- 상상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CD

AI 의 뜻 알아보기
인공지능(人工知能) 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 혹은 그렇게 생각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
CD

생활 주변에서 AI 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 학교(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사례를 찾아 발표한다.
- 사회(가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사례를 찾아 발표한다.
Tip!

전개
(60 분)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예시를 제공한다.

(예) 음식 주문 방법의 차이, 전화의 기능 등
CD

AI 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lQ2kAukmWQE
- AI로 인해 달라지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한다.
- 미래 사회에서 현명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한다.
CD

AI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 영상 [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특이점’의 시대?]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7bkeITnnlU
- 각 AI의 기능과 생활 주변의 사례를 찾아 발표한다.

*패드
*학습지

분 류

의

미

인간의 능력 일부를 실행하거나 그런 작업을 목
약 인공지능

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약속된 규칙에 따라
동작, 특정 영역의 문제만 해결 가능
인간과 같이 지각, 추론 학습, 언어 능력을 바탕

강 인공지능

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 아직 등장하지 않음

초 인공지능

CD

모든 영역에서 있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공지능

예
빅스비, 챗봇
알파고 등

터미네이터
빅히어로 등
매트릭스 등

AI 로 인해 달라진 미래의 우리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기

-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달라진 우리 생활 모습을 상상해서 발표한다.
- 달라진 모습에 대한 이유를 함께 발표한다.
- 달라진 모습 가운데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골라 그림으로 그린다.
Tip!

AI 로 인해 달라진 미래의 생활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ET

AI 로 인해 달라진 미래의 생활 모습 그림 발표하기

ET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AI 모습을 생각해 보기

- 영상 [ AI 가 탑재된 제철소]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OPpc-jmqPk
- 영상 [ 희미한 폐질환 ‘척척’ 판단...전문의 뛰어넘는 AI]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_qTql9_ix_k
- 꼭 필요한 AI 와 그 AI 를 선택한 이유를 발표한다.
Tip!

생활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에 대한 영상 시청을 통해 AI 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포스트잇
정리
(10 분)

ET

AI 는

이다.

- 수업을 통해 알게 된 AI 에 대해 자신만의 정의를 생각한다.
- 생각한 정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이야기한다.

소주제

AI 에게 선행상을 수여합니다.

과목

실과, 미술

차 시
단

원

3~5/10 차시

4. 수송 기술과 안전관리

•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성취
기준

•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사람을 돕는 AI를 우리 생활에서 적용된 사례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쓰레기 먹는 AI 휴지통의 회로도를 참고로 하여 AI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사람을 돕는 착한 AI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동영상

- 영상 [“살려줘‘ 한마디에 119 출동...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살렸다.]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qG844Hw4k
도입
(10 분)

- 영상에서 AI 가 한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를 발표한다.
Co
Tip!

사람을 돕는 착한 또 다른 AI 찾아보기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건강 관리, 학습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등이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예이다

Co

불편하고 힘든 세상

-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생각한다.
-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AI 의 기능을 유추한다.
- 다양한 직업군에서 AI 가 필요한 상황을 생각한다.
- 직업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AI 의 기능을 유추한다.
Co

이런 문제도 있어요

- 신문 기사 읽기 [“늘려주세요”“줄여주세요”] 거리 쓰레기통 골머리
- 문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CD 탐색! 우리 교실의 불편함
전개
(100 분) - 교실에서 겪는 불편함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AI 기능을 생각한다.

- 생각한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고 그 이유를 발표한다.
- 학생들이 발표한 의견을 학습지에 적는다.
- 친구의 의견을 듣고 실천 가능 여부를 생각한다.
Tip!

학생들이 발표한 의견을 실천할 수 있는 의견, 실천에 어려움이 있는 의견

으로 구분하여 추후 활동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한다.
- 학생 의견을 종합하여 1 개의 주제를 정한다.
CD

교실을 도와줘!! AI

- 정해 주제에 맞는 AI 의 외향을 디자인한다.
- 자신이 포함한 AI 기능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적는다.

*패드
*학습지

- 완성한 디자인을 발표한다.
- 친구가 발표한 디자인 설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Tip!

AI 외향 디자인과 AI 기능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 5Why(왜?

라는 질문 5 번기)를 활용해 문제의 근본 원인 및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영상 [5WHY 기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PtGDCKafcas
- 완성한 디자인은 게시하여 학생들이 보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CD

쓰레기 먹는 AI 휴지통

- 쓰레기를 먹는 휴지통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한다.
- 쓰레기를 먹는 휴지통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PIM 기법 : 긍정적인 면(장점), 부정적인 면(단점)을 찾은 후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흥미로운 점을 찾는 방법
-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AI 스마트 휴지통]의 구성품 살펴본다.
- 각 구성품의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초음파 센서 : 약 20kHz이상의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보낸후 반사되어 돌아
오는 시간차를 측정해서 거리를 알 수 있는 센서로 초음파를 이용한 일종의 `거
리 측정 센서
영상 [AI 스마트 휴지통]
https://www.youtube.com/watch?v=Zl6UzbeFIAo
Tip!

AI 스마트 휴지통 제품에 따라 구성품이나 디자인의 차이가 있다.

- AI 스마트 휴지통의 설명서와 영상을 참고하면서 조립한다.

AI 스마트 휴지통 조립 설명서 1 [출처: 원더클래스]

*쓰레기 먹
는 휴지통
키트
*매직
*깔개

AI 스마트 휴지통 조립 설명서 2 [출처: 원더클래스]

AI 스마트 휴지통 회로도

[출처: 원더클래스]

- 전선의 위치에 주의하며 연결한다.
Tip!

발광 LED 와 연결선은 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조립한다.

- 완성된 다음 휴지통을 예쁘게 꾸민다.
ET

생활 주변에서 AI 가 활용된 쓰레기통에 대해 조사하기

- 영상 [ 의성군, 인공지능 쓰레기통 초등학교에 설치]

https://www.youtube.com/watch?v=_L_R-HHnVtc
- 신문기사 읽기 [ 재활용 쓰레기통에도 AI 가 적용된다고?]
- AI 의 순기능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 찾은 내용을 토대로 AI 스마트 휴지통 소식지를 만든다.
*포스트잇
정리
(10 분)

ET

AI 스마트 휴지통는

이다.

- 수업을 통해 생각한 AI 스마트 휴지통에 대해 자신만의 정의를 생각한다.
- 생각한 정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이야기한다.

소주제

AI, 베토벤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과목

실과, 미술, 음악

차 시
단

원

5~6/10 차시

4. 수송 기술과 안전관리

•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성취
기준

• [6음02-0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AI가 예술 창작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블루투스 스피커의 회로도를 참고로 하여 AI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하여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영상 [인공지능, 콧노래만 불러도 음악 검색 ‘척척’] 시청하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ZsBRSQ8UbQ
-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 생각한다.
도입
(10 분)

-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 본 경험을 생각한다.
- 자신이 사용한 경험과 그 때의 생각을 발표한다.
Co

영상 [그림에 디자인까지...인공지능 피카소 따라해보니]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He6wmb0clQM
- AI 가 예술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CD

음악과 AI 가 만나면

- 영상 [음악과 AI 가 만났을 때]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4lxM768bh54
- 영상에서 AI 가 하는 일을 발표한다.
- 프레디 머큐리 AI 와 세미컨덕터 AI 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CD

음악 AI 와 내가 만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제 2 의 프레디머큐리를 꿈꾸며 노래를 불러본다.
프레디 미터 : https://freddiemeter.withyoutube.com/
전개
(60 분)

Tip!

사전에 학생들에게 프레디 머큐리에 관한 소개 및 노래(보헤미안 랩소디, We

Are The Champion, Somebody To Love, Don’t Stop Me Now)를 사전에 안내
한다.
-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 명곡을 남겨봅시다.
Semi-Conductor : https://semiconductor.withgoogle.com/
Tip!

청중은 지휘자의 동작에 따라 음악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듣도록 당부한다.
- 영상 [ AI 와 음악의 만남-인공지능이 음악을 창작하는 시대]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J5UrsuDy6I

*패드
*학습지

- 영상 속 음악을 듣고 사람이 연주한 곡을 찾는다.
- 선택한 곡의 번호와 선택한 이유를 발표한다.
- 결과를 보고 느낀 생각을 이야기한다.
- AI 스피치 기술과 음성인식 기술의 차이를 발표한다.
CD

집중 분석!! 음성인식 기술

- 영상 [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을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ggA9mV3YEDI
- 음성인식 기술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한다.
- 음성인식 기술의 좋은 점을 발표한다.
음성인식 기술의 빛과 그림자

ET

- 생활 주변에서 음성인식 기술이 사용되어 도움이 되는 사례를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 음성인식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CD

음악을 틀어줘!! AI

-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 AI 를 활용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 AI 를 활용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장치를 디자인한다.
- 자신이 포함한 AI 기능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적는다.
- 완성한 디자인을 발표한다.
- 친구가 발표한 디자인 설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AI 외향 디자인과 AI 기능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 5Why(왜?

Tip!

라는 질문 5 번기)를 활용해 문제의 근본 원인 및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 완성한 디자인은 게시하여 학생들이 보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CD

우리에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 블루투스 스피커는 스피커+블루투스 수신기+ 블루투스 오
디오 코덱 (SBC, APT-X, AAC)을 탑재한 제품으로 음악을 코덱으로 압축해 이
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보내 음악을 재생하는 방식
-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해 음악을 들으면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브레드보드를 활용한 MDF 블루투스 스피커]의 구성품 살펴본다.
- 각 구성품의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브레드보드 : 브레드보드(breadboard), 속칭 빵판 또는 빵틀은 전자 회로의
(일반적으로 임시적인) 시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무땜납
장치
영상 [MDF 블루투스 스피커]
https://www.youtube.com/watch?v=si8Hun72N5Y&t=15s
Tip!

MDF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에 따라 구성품이나 디자인의 차이가 있다.

- MDF 블루투스 스피커의 설명서와 영상을 참고하면서 조립한다.

*블루투스
스피커 키트
*매직
*깔개

MDF 블루투스 스피커의 조립 설명서 1 [출처: 원더클래스]

MDF 블루투스 스피커의 조립 설명서 2 [출처:원더클래스]

MDF 블루투스 스피커의 회로도 [출처:원더클래스]
- 전선의 위치에 주의하며 연결한다.
- 완성된 다음 블루투스 스피커를 예쁘게 꾸민다.
ET

생활 주변에서 AI 가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 영상 [ 외롭다고 털어놓지 마세요...비밀 ‘숭숭’ AI 스피커]
https://www.youtube.com/watch?v=G7I2B84VXlg
- 생활 속에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해 발표한다.
- AI 스피커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생각한다.
*포스트잇
정리
(10 분)

ET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다.

- 수업을 통해 생각한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 자신만의 정의를 생각한다.
- 생각한 정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이야기한다.

소주제

AI 가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과목

과학, 실과, 미술

차 시
단

원

8~10/10 차시

4. 수송 기술과 안전관리

• [6과07-03]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관련된 안전 사항과 안전장치의 예를 찾아 발표할 수 있다.
• [6실04-04] 수송과 수송 수단의 의미를 알고, 수송 수단의 기본 요소를 설명한다.
• [6실04-05]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수송 수단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성취
기준

• [6실04-06] 자전거의 구성 요소와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자율주행자동차와 AI와의 관계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의 회로도를 참고로 하여 AI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조심하세요!! AI 자동차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동영상

- 영상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첫 날 사고]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Qh87luGq-0
-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도입
(10 분)

- 발생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생각한다.
- 영상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2027 년 4 단계 전망]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eNgNdQE3Zg
-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 2027 년에는 어떤 기능까지 포함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개발될지 생각한다.
- 생각한 의견을 발표한다.
CD

여기 저기 “안전하세요”

- 영상 [건설 현장에도 로봇이 들어왔다...천장에 구멍 뚫고 순찰도]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FEQtmFSfgQ
- 영상 [똑똑해진 건설 현장 관리 기술]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N9Zx-Tjsg4
- 영상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차세대 AI 플랫폼]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wLBnW5hlFfI
전개
- 영상 [오작동 걱정 없어요...인공지능 화재감지시스템 개발] 시청한다.
(100 분)
https://www.youtube.com/watch?v=ew5pM3belZU
- 4 개 영상의 공통점을 생각한다.
- 안전과 우리의 생활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 생활 속에서 AI 로 인해 안전을 보장받은 뉴스, 기사, 사례 등을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Co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세요

- 등하굣길에 겪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생각한다.

*패드
*학습지

-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AI 의 기능을 유추한다.
Tip!

교통신호의 위반, 난폭한 운전, 좁은 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편함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한다.
CD

“고민 고민 하지마요”

- 영상 [사람보다 안전성이 10 배 이상 뛰어난 ‘자율 주행 자동차’]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7iEtB5uG_s
- 안전성이 보장된 자율주행자동차로 어떤 일이 생길지 발표한다.
- 사람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이야기한다.
- 미래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한다.
- 상상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모습을 발표한다.
- 영상 [ 자율주행의 눈, 라이다]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y4UrfQ0vnY
-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한 라이다의 개념을 알아본다.
라이다 : 라이다(LIDAR/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또는 "laser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는 레이저 펄스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반사체의 위치좌표를 측정하는 레이다 시스템이다.
항공 또는 위성탑재되어 지형측량에 사용되며 스피드 건, 자율이동로봇, 자율주
행 자동차 등에도 활용
- 라이다 사용되는 예를 발표한다.
- 라이다의 발달 과정을 발표한다.
- 라이다 센서의 단점을 발표한다.
CD

알지만 모르는 자동차

- 영상[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JfcaErPei64
-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 조사한다. (출처 : 네이버)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 영상 [전기차의 구조와 종류]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5jdDoeL3Gs

CD

안전 보장! 인공지능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요

- AI 를 활용해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디자인한다.
- 자신이 포함한 AI 기능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적는다.
- 완성한 디자인을 발표한다.
- 친구가 발표한 디자인 설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Tip!

AI 외향 디자인과 AI 기능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 5Why(왜?

라는 질문 5 번기)를 활용해 문제의 근본 원인 및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 완성한 디자인은 게시하여 학생들이 보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의 구성품 살펴본다.
- 각 구성품의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적외선 센서 : 적외선을 이용해 온도, 압력, 방사선의 세기 등의 물리량이나
화학량을 감지하여 신호처리가 가능한 전기량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적외선의
특성상 같은 거리의 물체도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반사되는 양이 달라지므로,
물체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영상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g0s30Y6NDHc
자동긴급제동 시스템(AEB) : 운전자의 조작과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상황을 판단
해 긴급한 상황에서 충돌 사고를 방지하려 제동을 실시하는 시스템
Tip!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 제품에 따라 구성품이나 디자인의 차이가 있다.

-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 의 설명서와 영상을 참고하면서 조립한다.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 키트
*매직
*깔개

AI 전기자동차 AEB 조림 설명서 2 [출처:자체 제품]

- 전선의 위치에 주의하며 연결한다.
- 완성된 다음 블루투스 스피커를 예쁘게 꾸민다.
ET

안전벨트=생명벨트

- 영상 [‘착용의무’없는데...충동 실험 결과 보니]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GxfHxK3id-s
- 안전벨트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 안전벨트에 장착하고 싶은 AI 기능을 생각한다.
ET

정리
(10 분)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 는

이다.

- 수업을 통해 알게된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 에 대해 자신만의 정의를 생각
한다.
- 생각한 정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이야기한다.

*포스트잇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2/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학년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AI

반

이름 :

❋ 우리 주변에는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AI(인공지능)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 봅시다.

1. AI의 뜻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AI를 찾아 적어 봅시다.
학교(교육)

사회(가정)

3.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AI에 관해 배워야 하는 이유를 적어 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1~2/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집중 분석!! AI

학년
이름 :

❋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AI(인공지능)에 대해 알아 봅시다.
1. AI의 기능에 따라 분류해서 적어 봅시다.
종 류

의 미

예

2. AI로 인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적어 봅시다.
구 분
가정

교통

학교

사회

의 미

반

차시

1~2/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상상한 대로 이루어 진다. AI

학년

반

이름 :

❋ AI(인공지능)로 인해 달라진 미래의 우리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제 목 :

❋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AI의 모습을 적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3~4/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도와줘요!! AI

학년

반

이름 :

❋ 다음의 신문 기사를 읽고 문제와 해결책을 생각해봅시다.

"늘려주세요" "줄여주세요"… 거리 쓰레기통 골머리
출처 : 어린이조선일보 최지은(2019.11.11.)

"냄새 나는 쓰레기통을 거리에서 치워 주세요." "쓰레기통을 더 만들어 주세요. 쓰레기를
손에 들고 다녀야 해서 거추장스러워요."
길거리 쓰레기통 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다. 쓰레기통
에 대해 이 같은 상반된 내용의 민원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서울시 거리에 있는 공공
쓰레기통 개수는 9월 말 기준 6940개다. 2007년에는 3707개까지 감소했으나, 최근 불편하다
는 민원이 빗발쳐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는 반대다. 2017년 1695개였던 쓰레기통 수
를 2018년 1306개까지 줄였다. 광주, 대구 등 지자체도 시민 의견에 따라 쓰레기통 설치와
제거를 반복하고 있다.

차시

3~4/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함께 해결해요

학년

반

이름 :

지난 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근처에서도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한 추운 날씨에 빈 일회용 컵 등을 손에 들고 걷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김모(70)씨는 "쓰레기통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두고 갈 수 있다"며 "쓰레기통
을 일정 간격마다 둬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통이 없어 버스정류장에서 종종 곤란을 겪는다
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버스 음료 반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버스를 타기 직
전에 쓰레기를 주위에 투기하기도 한다. 오동욱(37)씨는 "음료를 길바닥에 놔두고 버스 타는
사람을 자주 봤다"며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탈 수 없도록 했다면 정류장 가까이에 쓰레기통은
두되, 깨끗하게 관리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쓰레기통 주변을 늘 깔끔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쓰레기통이 꽉 차 있을 경우
엔 그 주위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음료가 남은 컵을 쓰레기통 위에 올려두기도 한다. 유동인
구가 많으면 아무리 자주 치워도 쉽게 더러워진다는 게 시 관계자들 얘기다.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하기 어려워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박지현(26)씨는 "거리를 깨끗하
게 하는 건 쓰레기통 유무가 아니라 시민의식에 달렸다"며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알
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쓰레기통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가로쓰
레기통 설치 및 운영 개선' 토론회를 열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한성현 서울시 기후환경본
부 생활환경과 도시청결팀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쓰레기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
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어린이조선일보(2019.11.11. 최지은 기자)

1.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3~4/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학년

힘들고 불편한 세상

반

이름 :

❋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AI(인공지능)가 필요합니다.
1.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불편함)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AI의 기능을 적어봅시다.
어려움(불편함)

필요한 AI 기능

어려움(불편함)

필요한 AI 기능

가정(집)

사회

2. 학교(교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불편함)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AI의 기능을 적어봅시다.
이 름

어려움(불편함)

필요한 AI 기능

실 천

차시

3~4/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교실 속 불편함을 한 방에~

학년
이름 :

❋ 학교(교실) 속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AI(인공지능)의 외향을 디자인해 봅시다.
포함된 AI의 기능을 함께 적어보세요.

반

차시

3~4/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5Why로 고민 끝.

학년

반

이름 :

❋ 학교(교실) 속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AI(인공지능)을 디자인하기 위해 5Why(왜?라는
질문 5번하기) 질문에 답해봅시다.

차시

3~4/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학년

반

이름 :

❋ 쓰레기를 먹는 AI 휴지통에 대해 분석해봅시다.
좋은 점

나쁜 점

흥미로운 점

❋ 쓰레기를 먹는 AI 휴지통의 초음파 센서란?
초음파 센서 : 약 20kHz이상의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보낸후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
를 측정해서 거리를 알 수 있는 센서로 초음파를 이용한 일종의 `거리 측정 센서

❋ 쓰레기를 먹는 AI 휴지통을 조립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3~5/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알립니다. 이런 AI 쓰레기통이 있어요

학년

반

이름 :

❋ AI 쓰레기통과 관련된 사례의 기사나 뉴스를 찾아 보고서를 작성해봅시다.
기사나 뉴스 제목 :

1. 뉴스나 기사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뉴스나 기사의 출저를 적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6~7/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예술과 만난 AI

학년

반

이름 :

❋ AI가 예술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의 기사나 뉴스를 찾아 보고서를 작성해봅시다.
기사나 뉴스 제목 :

1. 뉴스나 기사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뉴스나 기사의 출저를 적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6~7/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학년

나, AI로 예술가로 다시 태어나다

반

이름 :

❋ AI 음악과 내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즐겁게 AI 프로그램에 참여해 봅시다.
1. 제의 프레디 머큐리가 되어 부른 나의 노래 점수와 그 점수를 받은 이유를 적어봅시다.
점수

점

받은 이유

2.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 본 소감을 적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I 스피치 기술과 음성인식 기술의 차이를 찾아보고 적어봅시다.
AI 스피치 기술

음성인식 기술

뜻

활용되는
예

2. 음성인식 기술의 좋은 점을 적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6~7/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빅스비도 아리야도 시리도 아닌

학년

반

이름 :

❋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오디오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치의 외향을 디자인해 봅시다.
포함된 AI의 기능을 함께 적어보세요.

차시

6~7/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5Why로 고민 끝.

학년

반

이름 :

❋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오디오를 디자인하기 위해 5Why(왜?라는
질문 5번하기) 질문에 답해봅시다.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안전 제일주의

학년
이름 :

❋ 4개의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해봅시다.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적어봅시다.

반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AI로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학년

반

이름 :

❋ AI로 인해 안전이 보장되는 사례, 기사나 뉴스를 찾아 보고서를 작성해봅시다.
기사나 뉴스 제목 :

1. 뉴스나 기사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뉴스나 기사의 출저를 적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학년

무시무시한 등하굣길

이름 :

❋ 등하굣길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생각해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어려움(불편함)

해결책

반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자율주행의 비밀

학년

반

이름 :

❋ [사람보다 안전성이 10배 이상 뛰어난 ‘자율 주행 자동차’]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1.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이 확인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왜 사람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서 10배 차이가 생길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자율주행의 꽃, 라이다

학년

반

이름 :

❋ [자율주행의 눈, 라이다]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라이다 : 라이다(LIDAR/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또는 "laser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는 레이저 펄스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
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반사체의 위치좌표를 측정하는 레이다 시스템이다.
1. 라이다 시스템이 사용되는 예를 적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라이다의 발달 과정을 적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라이다 센서의 단점을 적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학년

자동차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름 :

❋ 그림을 보면서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출처 : 네이버
바디

프레임

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브레이크

현가장치

샤시

반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집중 분석!! 전기 자동차

학년
이름 :

❋ 표를 보면서 전기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출처 : 삼성SDI

반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2050 꿈의 자동차입니다.

학년
이름 :

❋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동차의 외향을 디자인해
봅시다. 포함된 AI의 기능을 함께 적어보세요.

반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5Why로 고민 끝.

학년

반

이름 :

❋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디자인하기 위해 5Why
(왜?라는 질문 5번하기) 질문에 답해봅시다.

5. 교사자료
차시

1~2/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AI(인공지능)란?

학년

반

이름 :

인공지능(人工智能) 또는 아티피시알 인텔리전스(영어: 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
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분야이다. 하나
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갖고 있는 지능 즉, natural intelligence
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구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용 컴퓨터에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용어는 또한 그와
같은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지칭하기도
한다.

출처 : 구글 이미지
❋ AI(인공지능)의 분류
분 류

의

미

인간의 능력 일부를 실행하거나 그런 작업을 목적
약 인공지능

으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약속된 규칙에 따라 동
작, 특정 영역의 문제만 해결 가능
인간과 같이 지각, 추론 학습, 언어 능력을 바탕으

강 인공지능

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 아직 등장하지 않음

초 인공지능

모든 영역에서 있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
공지능

예
빅스비, 챗봇
알파고 등

터미네이터
빅히어로 등

매트릭스 등

출처 : 나무위키

차시

1~2/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동반자 or 감시자냐

학년

반

이름 :

출처 : money.mt.co.kr(그래픽=김민준, 2018.2.26.)

차시

1~2/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AI 윤리기준

학년

반

이름 :

❋ 2020년 ‘AI 윤리기준’ [4차산업혁명위원회] 마련

❋ 2020년 ‘AI 윤리 10대 원칙’

출처 : ZDNetKorea(2020.12.23. 박수형 기자)

차시

3~5/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인공지능(AI) 자판기 네프론

학년

반

이름 :

똑똑한 쓰레기통 ‘네프론’, 인공지능으로 쓰레기문제 해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간 융합으로 경
계가 허물어지고 미래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
명의 핵심요소인 자율주행과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자율주행과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울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참여기업인 스타트업 '수퍼빈'(대표 김정빈)은 KAIST 권인소 교수
가 개발한 로봇 '휴보(Hubo)'의 AI를 이용해 쓰레기의 자원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이다.
수퍼빈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자판기 네프론은 휴보(Hubo)가 발전된 형태로, 사람의 뇌가
사고하는 과정을 본뜬 딥러닝 기술 회선신경망(CNN)을 적용했다. 재활용 처리 횟수가 늘수록
인식률도 비례해 올라가는 것은 물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캔도 정확하게 인
식하여 캔이나 페트병을 짓눌러 재활용 직전 상태로 만든다.
네프론은 재활용 가능한 빈 병이나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품목별로 분류해 수거하
고 현금으로 적립해주는 기능도 갖췄다. 빈 병이나 페트병, 음료 캔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포인트로 돌려주며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
출처 : 한경닷컴(2017.11.1. 뉴스팀)

차시

3~5/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5WHY 기법

학년

반

이름 :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차시

6~7/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A1가 국악 만들고 연주까지

학년

반

이름 :

◆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이 연주하는 국악이 등장했다.
예술 단체 이모션웨이브 아츠는 10월1일

AI로 창작한 국악 공연, '국악 메카트로니카'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해당 공연은 시흥시가 주최하고 이모션웨이브 아츠
가 주관한다.

◆ '전통 음악에 인공지능 접목시키다'...6종 악기로 편성된 AI밴드

'국악 메카트로니카'는 시흥 소산서원에서 '시흥'을 소재로 AI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 RIMA(RIMA·Robotic Instruments Music for All) AI 퓨전국악 퍼포먼스
▲ 판소리 소나타 ▲ 인공지능 음악과 시흥의 만남 등 3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이모션웨이브 측은 "AI 기술로 한국의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창작까지 할 수 있으면 의미
있을 것 같다"며 "지난 2018년부터 연구하고 끝에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무대에 오를 악기들은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마림바, 퍼커션 등 6종이다. 인공지
능이 창작한 곡인 만큼, 연주자는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
밴드는 이모션웨이브가 개발한 인공지능 밴드 '리마'다. 리마는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마림바, 퍼커션 등 6종의 밴드 악기 편성된 AI 밴드다.

출처 : 국악포털 아리랑(2020.9.13.)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자율주행자동차

학년

반

이름 :

"자율주행자동차"(自律走行自動車)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

자율주행의 개념은 1960년대에 벤츠를 중심으로 제안되었고, 1970년대 중후반부터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는 시험 주행장
에서 중앙선이나 차선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컴퓨터의 판단 기술
분야가 크게 발전하면서 장애물이 개입되는 자율주행 분야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
작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책 교통연구기관과 고려대학교 한민홍 연구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으며,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00년대 초반 이미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자유로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당 수준으로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시스템은 교통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인데, 현재의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임의의 경로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 내에서 정해진 진출입로를 오가는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2대의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한 대는 교통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판단해 주행을 통제하고, 다른 한 대는 주행에 대한 정보를 받아 차량
의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2010년대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 연구가 급진전되어 상용차에 제한적
으로 탑재되고 있다. 2012년 발표된 IEEE의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에는 전 세계
차량의 약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나무위키

차시

8~10/10
학교

2021 광덕 WITH AI
자율주행단계와 주요 장치

학년

반

이름 :

출처 : 나무위키

출처 : 현대케피코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인공지능(AI)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생활
상 주변에서 활용되는 예를 찾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3
/10

중

인공지능(AI)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활 주변에서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한다.

인공지능(AI)의 개념을 이해하나 생활 주변에서
하 활용되는 예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상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AI 쓰레기통의 회로도와
조립설명서를 보고 바르게 조립하여 실행한다.
4~5
/18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중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AI 쓰레기통의 회로도와
조립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나 실행이 부정확하다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산출물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지 못하고
하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AI 쓰레기통의 회로도와
조립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해 조립을 못한다.
예술 창작과 관련된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아
상 제시하고 블루투스 스피커의 회로도와
조립설명서를 보고 바르게 조립하여 실행한다.

6~7
/18

예술 창작과 관련된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아
중 제시하고 블루투스 스피커의 회로도와
조립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나 실행이 부정확하다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산출물

예술 창작과 관련된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지
하 못하고 블루투스 스피커의 회로도와 조립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해 조립을 못한다.
안전과 관련된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AI 전기자동차
상
AEB 의 회로도와 조립설명서를 보고 바르게
조립하여 실행한다.
8~10
/10

안전과 관련된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아
중 제시하고 블루투스 스피커의 회로도와
조립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나 실행이 부정확하다
안전과 관련된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지 못하고
하 블루투스 스피커의 회로도와 조립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해 조립을 못한다.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산출물

가. 관찰평가지(1~2차시)
지식
번호

이름

태도

인공지능(AI)의 개념을 이해하
고 생활 주변에서 활용되는 예
를 찾아 설명한다.
상

중

하

매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가 활용되는 사례를 찾는다.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 평가 노하우: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수집 및 적합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
는 능력도 함께 평가하며 학생들이 찾은 자료를 게시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한다.

나. 관찰평가지(3~5차시)
지식
번호

이름

태도

매체를 활용하여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아
설명한다.
상

중

하

회로도와 조립 설명서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립한다.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다. 관찰평가지(6~7차시)
지식
번호

이름

태도

매체를 활용하여 예술과 창작
영역의 인공지능(AI) 사례를
찾아 설명한다.
상

중

하

회로도와 조립 설명서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립한다.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라. 관찰평가지(8~10차시)
지식
번호

이름

태도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인공지능(AI)의 사례를
찾아 설명한다.
상

중

하

회로도와 조립 설명서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립한다.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 평가 노하우: 회로도와 조립 설명서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고하면서 같이 조립할 수 있도
록 하며 조립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느린 학생을 도와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실과) 인공지능(AI)가 우리 생활에서 적용된 사례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 사람을 돕는 AI를 우리 생활에서 적용된 사례와 영향을 설명설명한다.
- AI 스마트 쓰레기통이 작동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AI가 예술 창작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와 영향을 설명한다.
-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AEB의 회로도를 참고로 하여 AI기능이 작동되도록
완성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미술) AI 로 인해 달라진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블루투스 스피커의 회로도를 참고로 하여 AI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음악)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하여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과학) 자율주행자동차와 AI 와의 관계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회로도와 조립 설명서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립하여 산출물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바르게 작동된다.
AI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붙임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2)

프로그램 명: 마안산이 화산이래요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1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초등학교3~4학년(군)]
과학-고체 지구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1~4

[4미02-06]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회-지리 인식

2

3

[초등학교3~4학년(군)]
미술-감상
[4과11-02]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강암과 현무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수학-측정
[4과11-01]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

5~8

[초등학교3~4학년(군)]
[4과11-03]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수 있다. 사회-지리 인식
국어-쓰기

9~10

[4과11-01]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
4

11~13

[4과11-02]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강암과 현무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3~4학년(군)]
미술-표현

[4과11-03]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3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4
/13

우리가 생각하는 현덕면의 모습

우리 나라에서는 화산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없어 학생들에게 화산에 대해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산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함께 타 교과를 연계하여
STEAM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차시에서는 사회과 지리인식 영역, 미술과 표현영역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화산의 모습을
관찰하고 마을에 대한 장소감을 바탕으로 그린 심상지도를 입체적인 모형으로 표현한다.
먼저 마을의 모습을 살펴보며 관련된 경험과 장소감을 나누고, 여러 화산의 모습을 관찰하며
공통점을 추상화 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의 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모습을지 상상홰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을을 모형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관찰한 것과 상상한
것을 한 장면에 표현하도록 하며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본 차시에서는 과학과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사회과 정보활용능력,
미술과 창의·융합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기르고자 한다.
Co 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지형 모형을 본 경험 이야기하기
Co

마안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보기

차시

주요내용
CD

활동 1) 현덕면의 모습 살펴보기

CD

활동 2) 여러 화산의 모습 살펴보기

CD

활동 3) 마안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기

CD

활동 4) 우리 마을에 화산 표현하기

ET

일반도, 위성사진 등을 통해 마을에 대한 장소감 나누기

ET

관찰 및 상상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ET

협력하여 표현하기

주제(단원)명

5~8
/13

마안산이 폭발했다.

우리 주변의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과 최근에 분출한 화산에 대한 영상을 보며 화산 분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이후 이전 차시에서 제작한 마을 모형을 활용하여
실험계획을 세우고, 실제 화산활동과 비교하며 화성암에 대해 알아본다.
한편, 실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화산 분출
실험 영상을 보여주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실험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한다. 또한 실험에서
사용할 석고물의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의 들이를 측정하고 이를 L 와 ml 로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 들이를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하도록 하여 수학의 실용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본 차시에서는 미술과 감상영역, 수학과 측정영역을 과학과와 연계하며,
과학과 과학적 탐구 능력, 미술과 창의·융합능력, 수학과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기르고자 한다.
Co 화산 폭발 영상을 보고 생각이나 느낀 점 이야기하기
CD

활동 1) 우리 마을 모형으로 화산 분출 실험 계획하기

CD

활동 2) 우리 마을 모형으로 화산 분출 실험하기

CD

활동 3) 화산 분출 실험 되돌아보기

CD

활동 4) 화성암 비교관찰 및 특징 비교하기

ET

화산 폭발 장면을 보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 느끼기

ET

스스로 제작한 모형을 통해 화산 분출 실험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을 글로 작성
하고 이야기 나누기

ET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확장하기

주제(단원)명

9~10
/13

화산 분출 이후 현덕면 주민들의 삶의 변화

본 차시는 화산 활동 이후의 변화를 보다 심동적인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서 단순히 화산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는 활동으로 마치지 않고, 이를 학생들이
제작하고 실험한 모형 위의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사회과 지리인식 영역과 국어과 쓰기영역을 연계하여 마을의 변화를 화산의 영향과
연계하여 사고하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을 글로 쓰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활동 간 연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과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국어과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
보 활용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Co 도서 ‘산이 끓어오른다’의 일부를 읽고 화산 분출의 상황 상상하기
CD

활동 1) 화산 분출 이후 마을의 변화 관찰하기

CD

활동 2) 화산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 조사 및 분류하기

CD

활동 3) 화산 분출 이후 마을 사람들의 생활 상상하기

ET

상상한 바를 작품으로 표현하며 작품 생성의 과정 체험하기

ET

다른 학생의 작품을 수용하며 작품 수용의 과정 체험하기

차시

주요내용
ET

현덕면 주민이 되어 화산 분출 이후 일기를 써보며 느낀 점을 공유하기

주제(단원)명

11~13
/13

실험 모형으로 전시회 열기

본 차시는 본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전시회 작품 제작을 통해
공유하며 지식의 확장을 경험하도록 한다. 전시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학습 내용을 되돌아 보도록 한다.
따라서 미술과 체험영역과 감상영역을 과학과와 연계하여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표현하고
감상하도록 한다. 전시회 계획 및 준비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미술과 시각적 소통능력을 핵심역량으로 기르고자
한다.
Co 해외 ‘Science Fair’영상 시청하기
CD

활동 1) 전시회 자료에 들어갈 내용 선정하기

CD

활동 2) 전시회 자료 제작 계획 세우기

CD

활동 3) 전시회 자료 제작하기

CD

활동 4) 전시회 자료 평가하기

ET

다른 학습자의 탐구 결과 발표를 보며 박람회 체험하기

ET

주변 자연 환경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4과11-01]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중심과목
영역

[초등학교 3-4 학년(군)]
고체지구 (판구조론과 지구 구성 물질)

중심과목
성취기준

가지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1-02]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이해
하고 화강암과 현무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4과11-03]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마안산이 화산이래요

차시

13 차시

• 화산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고 화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우리 마을의 모습을 살펴보고 장소감을 탐색할 수 있다.
• 우리 마을의 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모형 제작과 화산 폭발 실험을 통해 화산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사회, 미술, 국어, 수학

[4사01-01]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
유롭게 그려보고,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
이점을 찾아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탐색한다.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S 화산의 모습 관찰하기, 화산폭발 실험하기
STEAM
요소

T 현덕면 마안산 일대 모형 만들기
E 도구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기
A 현덕면 마안산 일대의 모습을 통한 장소감 탐색하기
M 들이를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하기

개발 의도

본교 인근에 있는 마안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활동을 통하여
관찰·상상한 모습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주변 자연 환경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본 프로그램은 마을의 모습과 화산의 모습을 탐색 및 관찰하고, 마을의 지형 지물을 모형으로 만들
며 상상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화산 활동에 활용할 모형을 익숙한 마을
의 모형으로 직접 제작하고 실험에 활용하며 화산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학습에 주체가 될 수 있도
록 한다.
본 프로그램의 주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여 학교 주변 지역의 모
습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생활하며 형성한 각자의 장소감을 공유한 뒤 마을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이
다. 학생들은 마을 모형을 제작할 때, 마을에 위치한 마안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여
관찰한 모습과 상상한 모습을 모형에 함께 표현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이 제작한 모형을 바탕으로
화산 폭발 실험을 한다. 마을 모형에 화산 폭발 실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화산 폭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후속 차시와 연계한다. 또한, 화산 폭발 생성물과 화성암에 대한 조사학습을 병
행하여 모형과 실제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화산 폭발 이후 마을의 변화를 상상하여 실
험한 모형에 표현하는 활동이다. 실험을 위한 모형으로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모형을 실험 이후
학습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차시 단위 학습의 분절성을 극복하도록 한다. 넷째,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깨닫게 된 내용을 서로 이야기 나누게 함으로써 서로의 사고와 심
정에 공감하고 이를 전시회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앞서 지속적으로 활용한 화산 폭발 모형이 처음과
달리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곳에서 사는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중점적으로 사고하도록 발
문을 정교하게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산출물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 환경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며 학생들의 앎과 깨달음이 실제 삶과 연계되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창
-화산의 모습 살펴보기
의
-마안산이 폭발한다면
적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
설
하기
계

학교 인근의 모습 살펴보기
우리 마을에 화산 표현하기
화산 폭발 실험하기
화산 폭발 생성물과 화성암
관찰하기
화산 폭발 이후의 변화
상상하고 표현하기
- 화산 폭발 전시회 열기
감성적 체험

-화산과 마을에 대해
탐구한 뒤 제작한 산
출물을 감상하고 평가
하기
-주변 자연 환경에 대
한 감사한 마음 표현
하기

감
성
적
체
험

1) 1~4차시 지도안
소주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덕면의 모습

과목

사회, 과학, 미술

차 시
단

원

1~4/13 차시

마안산이 화산이래요

•[4사01-01]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고, 서로 비교하여
성취
기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탐색한다.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4미02-04] 표현 방법과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4미02-06]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화산의 모습과 우리 마을의 모습을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마안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지형 모형을 본 경험 이야기하기

-디지털 박물관(지질박물관 VR 전시관)에서 지형 모형을 보며 이야기한다.

디지털박물관
-지형 모형은 실제를 바탕으로 만들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VR전시관
있도록 발문한다.
도입
(10 분)

Tip!

화산의
모습을
자
Co 마안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보기
유롭게 탐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색 하 도 록
-마안산이 화산이라면 생김새는 어떠할지 발문한다.
한다.
-마안산이 화산이라면 우리 마을 주민들의 삶은 어떠할지 발문한다.
제주지형모형
ET 국내·외의 다양한 화산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ET

디지털 박물관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지형을 실감나게 체험하기

화산을 경험하기
CD

활동 1) 현덕면의 모습 살펴보기

2 절 하드보
드지, 플라
-디지털 영상 지도를 통해 마을의 모습을 살펴본다.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확대, 축소 기능을 이용하여 마을의 전반적인 모습 및 세부적인 스틱 컵, 지
점토, 신문
모습을 살펴본다.
지 등 각종
-일반도, 위성사진, 지형도 등을 서로 전환해보며 마을의 모습을 다양하게 살펴본다. 꾸미기 자
-학교 인근에 있는 지형지물을 살펴본다.
료
-지도 및 영상 자료를 통해 마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ET

전개
(100 분)

일반도, 위성사진 등을 통해 마을에 대한 장소감 나누기

-학교에 등하교 하면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마을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의 각 부분을 탐색한다.
-마을의 모습과 사람들이 하는 일을 관련지어 생각하도록 발문한다.
-마을의 모습에 대해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의 심상 지도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장소감을 나눈다.
ET

CD

학급단위로 마을에 대한 심상지도를 그리며 협동심 기르기

활동 2) 여러 화산의 모습 살펴보기

-사전활동을 통해 살펴본 국내·외의 화산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의 모습을 보고 각각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시나붕산, 킬라우에아산, 후지산의 모습을 보고 각각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화산의 모습을 관찰하고 각각의 특징을 발표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화산의 모습의 특징을 바탕으로 화산에 대한 공통의 성질을
추상화한다.
-추상화된 화산의 공통 성질을 바탕으로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을 구별해본다.
-태백산과 지리산의 모습을 보고 화산인지 아닌지 구별해본다.
ET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의 가치 체험하기

ET

포털사이트와 디지털교과서의 검색기능을 통해 화산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기

Tip!

한 번에 발표
하기 어려워
CD 활동 3) 마안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기
할 수 있기에
-화산에 대한 공통 성질을 말해본다.
브레인스토밍
-화산에 대한 공통 성질을 바탕으로 마안산은 화산인지 화산이 아닌지 구별해본다. 으로 큰 아이
디어를 형성하
-화산의 특징을 하나씩 물어보며 OX 로 답한다.
고 구체화한다.
-마안산에서 동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화산의 생김새 등 특징과 관련하여 마안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지
상상하여 발표한다.
-학급 단위로 한 명씩 돌아가며 상상한 내용을 발표해본다.
ET

CD

상상한 내용 발표하기

활동 4) 우리 마을에 화산 표현하기

-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큰 지형을 축소한 모형을 본 경험을 떠올린다.
-큰 지형을 축소한 모형으로 나타내면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모형 만들기에 대한
동기를 형성한다.
-상상한 마을의 모습을 입체적인 모형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생각해본다.
-상상한 마을의 모습을 표현할 방법을 생각하며 계획을 세운다.
-마을에 있는 마안산을 화산의 모습으로 상상하여 표현한다.
-마을에 있는 도로와 다리의 모습을 지도로 보고 모형에 표현한다.
-마을에 있는 학교 등 건물의 모습을 지도로 보고 모형에 표현한다.
-제작한 모형에 나무, 자동차, 사람 모형을 붙여 실제와 유사하게 표현한다.
ET

관찰 및 상상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ET

협력하여 표현하기

ET

정리
(10 분)

마을 모습 살펴보기 및 지형 모형 만들기에 대해 참여한 소감 이야기하기

-활동 되돌아 보기
-차시 예고

2) 5~8차시 지도안
소주제

마안산이 폭발했다.

과목

과학, 미술, 수학

차 시
단

원

5~8/13 차시

마안산이 화산이래요

•[4과11-01]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4과11-02]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강암과 현무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4미03-04]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를 알고 작품을 소중히 다룰 수 있다.
•[4수03-06] 1L와 1mL의 관계를 이해하고, 들이를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우리 마을 모형에 화산 폭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이해하고 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화산 폭발 영상을 보고 생각이나 느낀 점 이야기하기

-실제 해외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는 영상을 시청한 이후, 생각이나 느낀 점을
도입
(10 분)

이야기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콩고화산
동영상
백두산
동영상

-백두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화산 폭발이 우리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님을 느낀다.
ET

화산 폭발 장면을 보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 느끼기

활동 1) 우리 마을 모형으로 화산 분출 실험 계획하기

우리에
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느
끼게 한다.
Tip!

피라미
드토의를 활
-우리 마을 모형으로 화산 분출 실험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눈다.
용하여 토의
-적합한 실험 방법을 개인-짝-학급 단위로 구상해서 아이디어를 점차 수렴한다.
의 단위를 좁
-학생들이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험 계획을 세운다.
혀가며 아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모형을 실험만을 위해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끝내지 않도록 디어를 수렴
한다.
계획한다.

CD

Tip!

-학생들이 토의하여 모형 내부에서 분출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고안한다.
-실험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준비물 등을 확인한다.
ET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확장하기

전개
(100 분)

화산모형
실험의 다양
한 예를 보여
주며 아이디
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Tip!

코카콜라-멘
토스 실험영상
성냥 실험영상
탄산음료
실험영상
폭죽 실험영상

CD

활동 2) 우리 마을 모형으로 화산 분출 실험하기

-학생들이 계획한 대로 실험한다.
-모형과 실제 자연현상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이 제작한 마을 모형에서 화산 분출 실험을 한다.
-학생들이 제작한 모형을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놓으면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모형 화산이 분출하도록 한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요인이 아닌 지표 내부의 요인으로 화산이 분출함을 깨닫도록
한다.
-실험에 필요한 물과 석고가루의 들이를 측정하고 단명수와 복명수로 나타낸다.
-석고가루와 풍선을 활용하여 화산 분출 실험을 한다.
ET

CD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 화산 분출 실험을 통해 성취감 경험하기

활동 3) 화산 분출 실험 되돌아보기

-화산 분출 모형 실험 과정에서 관찰한 내용을 발표한다.
-화산 모형 안에서 밖으로 액체가 쏟아져나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액체가 점점 굳는다.
-돌멩이 조각 같은 것들이 함께 나왔다.
-화산 분출 모형 실험과 실제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비교한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나오는 물질을 화산 분출물이라고 한다.
-화산 분출물 중 기체 화산가스, 액체 용암, 고체 화산재와 화산암석조각 등이 있다.
-화산가스는 대부분 수증기이다.
ET

스스로 만든 지형 모형 위에 화산 분출 이후 마을의 생김새 등이 바뀌었음을
관찰하고 느끼기

CD

활동 4) 화성암 비교관찰 및 특징 비교하기

-땅 속 마그마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한다.
-현무암과 화강암의 표본을 관찰한다. 맨눈으로 먼저 관찰한 다음 돋보기를 사용
하여 자세히 관찰한다.
-모둠별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을 발표한다.
-화성암의 특징과 쓰임새 등을 포탈사이트를 이용해 검색한다.

-대표적인 화성암인 현무암과 화강암을 주로 조사하되, 다양한 화성암에 대한 정보
수집도 허용한다.
-조사한 암석의 특징을 발표한다.
-조사한 내용과 관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형성된 지식을 언어로 표현한다.
ET
ET

개별로 조사한 내용이 학급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 느끼기

스스로 제작한 모형을 통해 화산 분출 실험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을
글로 작성하고 이야기한다.

정리
(10 분)

-활동 되돌아보기
ET

화산 분출에 대비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될지 생각해본다.

-화산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더 생각해본다.
-차시예고

3) 9~10차시 지도안
소주제

화산 분출 이후 현덕면 주민들의 삶의 변화

과목

과학, 사회, 국어

단

원

차 시

9~10/13 차시

마안산이 화산이래요

•[4과11-03]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4사02-01] 우리 고장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것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4국03-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국03-05]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
목표

•화산 분출 이후 모형의 변화를 관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화산 분출 이후 변화와 관련지어 화산 활동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여 발표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서 ‘산이 끓어오른다’의 일부를 읽고 화산 분출의 상황 상상하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서 ‘산이
끓어
오른다’

-화산이 분출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도입
(15 분)

-학급 학생들과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이 분출할 당시 상황은 어떠했을지 상상한
바를 이야기한다.
-화산 분출 이후 폼페이 사람들의 상황과 심정은 어떠했을지 이야기를 나눈다.
ET

글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상상력 기르기

CD

활동 1) 화산 분출 이후 마을의 변화 관찰하기

-화산 분출 이후 학생들이 만든 모형에서 나타난 변화를 관찰한다.
-관찰하며 학생들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끼리 반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모둠, 학급으로 관찰 집단을 확대하며 각자의 관찰 결과를 공유하며 동료
집단 간 학습으로 더 나은 활동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과 관련하여 변화 양상을 나누어 기록하도록 한다.
-용암으로 인한 변화, 화산재로 인한 변화, 화산 암석조각으로 인한 변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를 나누어 가능한 많이 변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화산 분출 이후 모형에 나타난 변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하게 함으로써 조망적 시
전개
(60 분)

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ET

CD

자연에 대한 경외감 느끼기

활동 2) 화산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 조사 및 분류하기

-화산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알아본다.
-화산 활동 이후 쓸 수 없는 땅이 된다는 오개념을 형성하지 않도록 화산지대에서
화산활동을 이용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국내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을 준 사례를
경험한다.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으로 분류하여

Tip!

책의 일부 줄
거리를 요약
한 자료를 사
전에 준비하
여 제공한다.

정리한다.
-분류하여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뒤 학급 학생들에게 발표한다.
ET

화산 활동이 주는 영향을 우리 생활과 관련짓기

ET

화산 활동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이지만 이를 이롭게 이용
할 수 있음을 체험하기

폼페이 동영상
필리핀 탈화산
-화산 분출로 나타난 변화와 관련하여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동영상
상상해본다.
일본 아소산
-화산활동 결과로 지표면, 지형 등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관찰한 것을 마을 동영상

CD

활동 3) 화산 분출 이후 마을 사람들의 생활 상상하기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관련지어본다.
-화산활동으로 땅 위와 바다 속 등에 살고 있던 생물들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

Tip!

했을지 상상해보고 이와 관련된 마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상상해 화산 분출에
대해 간접체
본다.
험을 할 수
-현덕면 주민이 되어 화산 분출 이후의 일기를 쓴다.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일기 이외의 표현 양식을 원할 경우 상상한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 양식을 허용하되, 마을 사람들의 생활 상 변화와 관련지어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상상한 바를 글로 나타내어 학급 학생들과 공유한다.

ET

정리
(5 분)

ET

상상한 바를 작품으로 표현하며 작품 생성의 과정 체험하기

ET

다른 학생의 작품을 수용하며 작품 수용의 과정 체험하기

현덕면 주민이 되어 화산 분출 이후 일기를 써보며 느낀 점을 공유한다.

-활동 되돌아보기
-차시예고

4) 11~13차시 지도안
소주제

실험 모형으로 전시회 열기

과목

과학, 미술

차 시
단

원

11~13/13 차시

마안산이 화산이래요

•[4과11-01]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1-02]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강암과 현무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성취
기준

있다.
•[4과11-03]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수 있다.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4미03-04]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를 알고 작품을 소중히 다룰 수 있다.

학습
목표

•화산 분출 실험 모형을 이용하여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공유하는 전시회를
열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입
(10 분)

해외 ‘Science Fair’영상 시청하기

-탐구 과정과 결과를 박람회 형식으로 발표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생각해본다.
-박람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이야기해본다.
ET

CD

다른 학습자의 탐구 결과 발표를 보며 박람회 체험하기

활동 1) 전시회 자료에 들어갈 내용 선정하기

-탐구 활동 과정을 되돌아보며 시간 순서대로 탐구 과정을 정리한다.
-마을 모형 제작부터 화산 분출 실험까지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본다.
-탐구 과정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내용을 선정한다.
-탐구 문제, 탐구한 사람, 탐구한 때와 장소, 준비물, 탐구 순서, 탐구 결과, 탐구를
하여 알게 된 것 등이 들어가도록 전시회 자료를 만든다.
-탐구 결과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한다.
ET

전개
(90 분)

CD

학습자료
및 유의점
과학 박람회
동영상

발표 자료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하며 탐구 과정 되돌아보기

활동 2) 전시회 자료 제작 계획 세우기

-전시회 자료의 전체적 구성을 어떻게 할지 토의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회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급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시회 자료를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전시회 자료는 한눈에 발표의 주요 항목과 내용이 들어가도록 한다.
-그림 및 시각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글을 자료의 아래쪽에 적는다.
-그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충분히 제시한다.
ET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른 책임감 느끼기

Tip!

영상 내용보다
는 영상에 나
오는 전시회
형식에 주목하
도록 한다.

CD

활동 3) 전시회 자료 제작하기

-탐구 결과에서 전시회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본다.
-탐구 결과 발표 자료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탐구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포함되도록 제작한다.
-탐구 결과를 보며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며 제작한다.
-주요 항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다.
-실험한 모형을 활용하여 전시회 자료를 제작한다.
-주요 항목과 해당하는 상세 설명을 나누어 기록하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료를
제작한다.
ET

CD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타인을 배려하기

활동 4) 전시회 자료 평가하기

-전시회를 열며 궁금한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회 자료를 보며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전시회에 참여하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전시회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는 경어와 부드러운 억양을 사용하도록 지도
한다.
-전시회 자료를 보며 탐구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탐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해본다.
-완성된 전시회 자료를 보며 추가로 알게 된 점을 말해본다.
ET

정리
(20 분)

ET

전시회 자료를 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주변 자연 환경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포트폴리오 평가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4/13

장소감에 따른 심상지도 그리기

심상지도를 바탕으로 모형으로 표현하기

모형 채색하기

모형 위에 마을에 있는 건물과 시설 설치하기

차시

5~8/13

차시

5~8/13

차시

9~10/13

차시

11~13/13

차시

11~13/13

5. 교사자료
차시

-지질박물관 화산 특별전 VR 전시관

-제주 지형 모형 이미지

1~4/13

지질박물관 VR전
http://museum.kigam.re.kr/vr/volcano/
문화유산채널 제주
자료출처

http://www.k-heritage.tv/brd/board/256/L/CATEGORY/615/menu/254?brdCodeFie
ld=CATEGORY&brdCodeValue=615&bbIdx=4181&brdType=R&tab=

차시

5~8/13

-백두산 천지가 끓어오른다

-세계 10 대 화산 폭발

-Volcano Eruption Experiment: Coca-Cola and Mentos Reaction

-Matches Volcano VS Aquarium! Amazing Underwater Chain Reaction

-Volcano Eruption! Big Coca Cola, Fanta, Pepsi, Sprite vs Mentos Underground!

-VOLCANO ERUPTION! (SPARKLERS) - Amazing Volcano Eruption Experiment

자료출처

백두산 천지가 끓어오른다(보이스 V, 2018.8.4., SBS)
https://www.youtube.com/watch?v=x_d3CfGf_-Q
세계 10 대 화산 폭발(뉴스데스크, 2021.5.23., MBC)
https://www.youtube.com/watch?v=s2H22yvFYyU
Volcano Eruption Experiment: Coca-Cola and Mentos Reaction(MrTinkerer,
2019.11.8.,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7GFIg5RemA
Matches Volcano VS Aquarium! Amazing Underwater Chain Reaction(Play To
DIY, 2019.12.20.,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1WEe3zv9Y4
Volcano Eruption! Big Coca Cola, Fanta, Pepsi, Sprite vs Mentos Underground!
(VolcanoShow, 2020.7.21.,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Wquu1HDcsI
VOLCANO ERUPTION! (SPARKLERS) - Amazing Volcano Eruption Experiment
(The BL Test, 2020.1.1.,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XJpiIUaAKp8

차시

5~8/13

차시

5~8/13

차시

9~10/13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폼페이' 최후의 날

-필리핀 화산 폭발, "집·일터 다 잃었어요“

.

-자연 앞에 저절로 숙연…일본 '아소산' 폭발 제대로 보여드림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폼페이' 최후의 날 (EBS지식, 2020.5.23., EBS)
https://www.youtube.com/watch?v=r9d-hbN5Vho
필리핀 화산 폭발, "집·일터 다 잃었어요" (세계는 지금, 2020.2.4., KBS)
자료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VNngjDpiIwE
자연 앞에 저절로 숙연…일본 '아소산' 폭발 제대로 보여드림(비디오머그-VIDEOMUG,
2021.10.21.,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bqVZjnT1JM

차시

9~10/13

차시

11~13/13

-A Few Science Fair Presentations – 2016

A Few Science Fair Presentations – 2016 (Austin Public Schools, 2016.2.27.,
자료출처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bGZCA2UovNU

차시

11~13/13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4

평가기준(성취수준)
매우 잘함

화산의 모습과 우리 마을의 모습을 탐색하여
상상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잘함

화산의 모습과 우리 마을의 모습을 탐색하여
동료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상상한 내용을
말할 수 있다.

/13
보통

화산의 모습과 우리 마을의 모습을 탐색할
수 있으나, 관찰한 내용만을 표현할 수 있다.

노력 요함

주변의 도움을 받아 화산의 모습과 우리
마을의 모습을 탐색할 수 있다.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모둠별 토의평가
및 산출물평가

토의평가지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실현 가능한 화산 분출 실험을 계획하고,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과
매우 잘함
화성암의 생성 과정에 대해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5~8

잘함

실현 가능한 화산 분출 실험을 계획하고,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혹은
화성암의 생성 과정 중 하나를 설명할 수
있다.

보통

실현 가능한 화산 분출 실험을 계획하고,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 중 일부 혹은
화성암의 생성 과정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노력 요함

도움을 받아 실현 가능한 화산 분출 실험을
계획할 수 있다.

매우 잘함

화산 분출 이후 모형의 변화를 5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고, 조사한 내용과 관련하여
화산 활동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잘함

화산 분출 이후 모형의 변화를 3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고, 화산 활동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수 있다.

/13

9~10
/13

보통

화산 분출 이후 모형의 변화를 1~2 가지
설명할 수 있고, 화산 활동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도움을 받아 화산 분출 이후 모형의 변화를
노력 요함 설명할 수 있고, 화산 활동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11~13

매우 잘함

학교 생활과 관련지어 화산 전시회를
계획하고 동료 학생들과 협동하여 자신의
역할에 따라 전시회 준비를 할 수 있다.

잘함

학교 생활과 관련지어 화산 전시회를
계획하고 전시회 준비를 할 수 있다.

보통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과 관련지어
화산 전시회를 계획 및 준비할 수 있다.

노력 요함

주변의 도움을 받아 화산 전시회를 준비할
수 있다.

/13

가. 관찰평가지(1~4차시)
지식

번호

이름

태도
학급 친구들과

화산의 모습을

우리 마을의 모습을

협동하여 상상한

배움과 성장의

탐색할 수 있다.

탐색할 수 있다.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

상

중

하

상

중

하

표현할 수 있다.
상
중
하

※ 평가 노하우: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고 장소감을 나누는 활동과 국내외의 다양한 화산을
관찰하고 특징을 발표하는 활동을 지식영역을 평가하며, 학급단위로 상상하여
우리 마을에 있는 산이 화산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협동하여 상상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태도 영역을 평가한다.

나. 토의평가지(5~8차시) - 예시
평가방법

개별평가

모둠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학생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
다른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며 들었나?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을 분류하여 특징을 설명하였나?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분류하여 설명하였나?
제시한 아이디어가 창의적인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
실현 가능한 화산 분출 실험을 계획했나?

※ 평가 노하우: 협력적 의사소통의 과정인 토의의 성격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하여 개별 및
모둠단위로 평가한다. 소인수 학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단위로 하나의 산출물이
나오도록 하며, 협력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공유하며
다른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께 평가한다. 기초 탐구 기능 중 관찰·
측정·분류를 중점으로 평가하며 개별 학생의 창의성 및 활동 참여 과정과
모둠 내 의사소통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 관찰평가지(9~10차시) - 예시

번호

이름

지식
조사한 내용을

기능
모형에 일어난

바탕으로 화산이 우리

변화를 이전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관찰할 수

설명할 수 있다.
상
중
하

있다.
중

상

하

태도
증거에 기초하여
조사한 내용을
선별할 수 있다.
상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 평가 노하우: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사한 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태도를 평가한다. 지식 및 기능영역은 실험 모형에 일어난
변화를 관찰한 결과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산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평가한다.

라. 포트폴리오 평가지(11~13차시)
평가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5

4

3

2

1

주제선정
자료수집
모둠
평가
(30)

자료정리
발표
모둠별 협동
참여
합계
모둠원(번호)

개별 자기평가점수(5)
평가 동료평가점수(5)
(20) 산출물평가점수(10)
합계
모둠별평가 점수
+개별평가 점수
종합
매우 잘함(40이상),
평가
잘함(30이상),
(50)
보통(25이상)
노력 요함(25미만)

※ 평가 노하우: 학생들이 본 STEAM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제작한 실험 모형에 전시회 준비
자료를 더해 산출물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전시회 주제 선정부터 발표 및
협동과 참여 전 과정을 균형있게 평가하도록 하며,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자기 및 동료평가를 포함하여 포트폴리오로 평가한다.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미술) 관찰한 것과 상상한 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 방법과 과정에 참여하여 동료 학생들과 협동하여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감상 방법을 바탕으로 산출된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을 소중히 다룰

교과학습발달상황

수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사회) 장소감을 바탕으로 마을의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과학) 화산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을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강암과 현무암의 특징을 관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실행할 수 있다.
탐구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표할 수 있다.
(국어)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드러나도록 글을 쓸
수 있다.
(수학) 들이를 나타내는 표준단위를 활용하여 물질의 들이를 단명수와 복명수
로 표현할 수 있다.
주변 마을의 모습을 탐색하고 상상한 것을 함께 표현할 수 있다.
동료 학생들과 협력하여 화산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과학적 탐구능력을 바탕으로 탐구를 계획하고 관련된 탐구를 실행하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다.
화산을 주제로 다양한 상상을 펼쳐 모형 만들기, 글쓰기, 토의 등 여러 방법으
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해당 활동의 결과로 여러 교과 간 통합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붙임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3)

프로그램 명: 가을을 만나요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연번

차시

1

1~2/8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

3~4/8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3

5~6/8

[2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학년]

4

7~8/8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초등학교
1~2학년] 문학

[초등학교 1~2
자료와
가능성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8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가을 모습 살펴보기

※ [2 즐 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 국 05-03]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먼저 가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린다. 떠올린 생각을 가지고 국어와 연계한 다섯 고개 놀이를 하며 생각들을
구체화한다. 이후 ‘가을바람 살랑’이라는 노래를 불러보고 가을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구성하였다.
1~2
/8

ET

학생들이 직접 그려서 완성한 ‘가을 아침’ 뮤직비디오 감상한다.

Co

‘가을 아침’ 가사 또는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가을 모습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CD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가을과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해보고 각자 단어 하나씩 골라
다섯 고개 놀이를 한다.

ET

가을의 모습을 생각하며 ‘가을바람 살랑’ 노래를 불러본다.

CD

바깥에 나가 가을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가을바람 살랑’ 노래에 맞추어 가을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한다.

주제(단원)명
3~4
/8

가을 바구니 만들기

※ [2 즐 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 즐 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가을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일상생활 속 다양한 바구니에 대해 떠올려보고

차시

주요내용
생김새와 기능에 대해 생각한다. 이후 만들기 재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만의 가을 바구니 만들기 계획서를 작성한다. 각자 계획한 대로 가을 바구니를
완성하고 발표하여 서로의 바구니에 대해 감상하며 마무리한다.
Co

일상생활 속에서 바구니를 사용한 경험 이야기하기

Co

일상생활 속 바구니의 생김새와 기능 이야기하기

Co

재료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 살펴보기

CD

어떤 가을 바구니를 만들 것인지 계획서 작성하기

CD

가을 바구니 계획서를 바탕으로 나만의 가을 바구니 만들기

ET

각자 완성한 가을 바구니 발표하기

주제(단원)명

5~6
/8

※ [2 슬 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2 수 05-01] 교실 및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정해진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수를 세어보고, 기준에 따른 결과를 말할 수 있다.
가을 열매의 일부분만 보이는 사진을 보고 어떤 열매인지 맞히는 퀴즈를 통해 가을
열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가을 열매를 알아본다. 이후 여러 가지 관찰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미리 준비한 다양한 가을 열매들을 오감을 활용하여 관찰한다.
관찰하면서 겉모양, 속모양, 냄새, 촉감, 맛 등 관찰 내용을 활동지에 작성하고 특징에
따라 열매들을 분류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을 열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찰한 내용을 내면화한다.
Co

모습이 가려진 열매 사진을 보며 어떤 가을 열매인지 알아맞히기

Co

가을에 나는 열매 떠올리기

CD

열매 관찰 방법 알아보기

CD

오감을 활용하여 열매 관찰하기

CD

활동지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ET

가을 열매를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알게 된 점 이야기하기

주제(단원)명

7~8

가을 열매 관찰하기

낙엽으로 표현하기

※ [2 즐 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2 슬 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가을 풍경 사진들을 보고 각자 가을과 관련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낙엽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이후 학교 곳곳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함께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떠올리며 각자 가을 바구니에
낙엽을 담는다. 담아온 낙엽들을 특징에 따라 분류해보고 낙엽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며 차시를 마무리한다.

/8
Co

사진을 보며 가을 풍경 떠올려보고 낙엽과 관련된 경험 이야기하기

CD

낙엽을 살펴보고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

CD

자신이 낙엽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떠올리며 가을 바구니에 낙엽 담아보기

CD

낙엽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CD

낙엽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

ET

낙엽을 관찰하고 낙엽으로 표현한 뒤 느낀 점 이야기하기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통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가을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가을 모습 살펴보기
(2. 가을아 어디 있니)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
적으로 표현한다.
1~2/8

•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다섯 고개 놀이로 표현할 수 있다.
• 가을의 모습을 나타낸 노래를 부르며 가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국어

연계과목
문학
성취기준 영역

S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며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살펴보기
T
STEAM
요소

E
A 다섯 고개 놀이로 표현하기, 가을의 모습을 나타낸 노래 부르기
M

개발 의도

가을을 만나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스스로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떠올려 보도록 하였고 국어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말놀이를 연계하여 자신의 언어로
가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을을 교실 속으로 가져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는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가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차시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제작한 ‘가을 아침’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고 가을을 표현한 가사와 그림을 보며 자연스럽게 가을을 떠올린다. 이후 떠올린 가을과 연관된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국어 시간에 배운 말놀이를 연계하여 다섯 고개 놀이를 한다. 마지막으로
‘가을바람 살랑’이라는 노래를 듣고 부르며 마무리한다.
이번 차시를 통하여 가을에 대한 모습과 느낌을 말과 노래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또한 변화하는 주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을이 가지는 특징을 생각해보며 가을이라는 계절을 이해하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학생들이 만든
‘가을 아침’
뮤직비디오를 함께
시작하며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떠올리기

창
의 ※ 앞에서 떠올린 가을과 연관된
적
단어들을 활용하여 다섯 고개
설
놀이하기
계

감성적 체험

※ ‘가을바람
살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변화된
가을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감
성
적
체
험

소주제

가을 모습 살펴보기

과목
성취
기준
학습
목표

통합, 국어

차 시
단

원

1~2/8 차시

가을아 어디 있니, 말의 재미를
찾아서

•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2국05-03]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 가을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놀이와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가을 아침’ 뮤직비디오를 보고 가을의 모습 떠올리기
ET

‘가을 아침’ 뮤직비디오 감상하기

Co

‘가을 아침’ 가사 또는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가을 모습 이야기

뮤직비디오
동영상

하기
-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할까 말까’ 부분에서 추워진 날씨가 떠오릅니다.

도입
( 10 분)

- 가사처럼 고추잠자리가 비잉비잉 도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 친구들 그림을 보니 가을의 파란 하늘이 생각납니다.

Tip!

모든 학생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을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놀이와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가을의 특징을 생각하며 다섯 고개 놀이하기
Co

가을과 관련된 단어들 정리하기
- 고추잠자리, 가을하늘, 도토리, 허수아비, 단풍, 밤송이, 감 등

CD

가을과 관련된 단어로 다섯 고개 놀이하기
- 첫 번째 고개: 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고개: 갈색입니다.
- 세 번째 고개: 음식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 네 번째 고개: 열매입니다.
- 다섯 번째 고개: 다람쥐

전개
( 60 분)

- 정답은? ‘도토리’입니다.

 ‘가을바람 살랑’ 노래를 불러보고 가을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기
Co

가을의 모습을 생각하며 ‘가을바람 살랑’ 노래 부르기

CD

‘가을바람 살랑’ 노래에 맞추어 가을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기
- 잠시 바깥에 나가서 학교 안 가을의 모습을 살펴보고 가을바람을 느껴본다.
- 각자 노래에 맞추어 가을의 모습을 표현한다.

다섯
놀이
지

고개
활동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 계절의 변화로 달라진 모습을 느끼는데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지도한다.
Tip!

 가을의 특징, 모습 정리하기
정리
( 10 분)

ET

가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이야기하기
- 가을에는 바람이 선선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 동생이랑 고추잠자리를 잡으러 가고 싶습니다.
- 작년에 가족들과 울긋불긋한 단풍을 구경하러 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중심과목

통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가을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가을 바구니 만들기
(2. 가을아 어디 있니)

차시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
양하게 표현한다.

3~4/8

• 계획을 세워 나만의 가을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
연계과목
가을
성취기준 영역

통합

S 만들기 재료의 특징 살펴보기
T 가을 바구니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STEAM
요소

E 가을 바구니 만들기
A 자신만의 창의적인 바구니 만들기
M

개발 의도

다양한 만들기 재료의 특징을 알아보고 나만의 가을 바구니를 계획하여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실용성, 심미성, 독창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과정을 융합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다.

가을의 다양한 열매와 낙엽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가을 바구니를 만드는 차시
로 구성하였다. 교사가 바구니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따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만들기
재료의 특징 및 장단점을 학생 주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이어서 가을 바구니 만들기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계획에 따라 자신만의 가을 바구니를 완성하고 발표하며 마무리한다.
무작정 바구니를 만들기보다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맞은 재료, 모양, 특징들을 떠올려보고
제작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바구니를
생각해보고 만들기
재료의 특징과
장단점 알아보기

창 ※ 재료의 특징과 장단점을
의
고려하여 나만의 가을 바구니
적
만들기 계획서
설
작성하기(바구니 이름, 만들기
계
재료, 특징, 담고 싶은 것들)

감성적 체험

※ 완성한 바구니를
서로 감상하며
미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기

감
성
적
체
험

소주제

가을 바구니 만들기

과목
성취
기준
학습
목표

통합

차 시
단

원

3~4/8 차시

가을아 어디 있니

•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 계획을 세워 나만의 가을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일상생활 속 다양한 바구니 살펴보기
Co

일상생활 속에서 바구니를 사용한 경험 이야기하기
- 할머니댁에 갔을 때 과일 바구니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 학교에서 밤을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 아침마다 우유 바구니로 우유를 나릅니다.

Co

도입
( 10 분)

일상생활 속 바구니의 생김새와 기능 이야기하기

사진 자료

- 주로 물건을 담아둘 때 사용합니다.
-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합니다.
-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 상자 모양이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Tip!

계획을 세워 나만의 가을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

 만들기 재료의 특징 살펴보기
Co

재료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 살펴보기
- 찰흙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 종이컵에 종이끈을 감아 만든 것 같습니다.
- 찰흙은 말랑말랑해서 모양을 만들기 쉽지만 손에 잘 달라붙고 굳으면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전개
( 60 분)

- 종이끈은 금이 가거나 망가지지 않지만 종이컵에 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을 바구니 계획 세우기
CD

가을 바구
니 계획하
- 나만의 가을 바구니 이름, 만들기 재료, 특징(색깔, 모양 등), 담고 싶은 것들 기 활동지
을 계획서에 작성한다.
어떤 가을 바구니를 만들 것인지 계획서 작성하기

Tip!

앞서 이야기했던 재료의 특징을 생각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만의 가을 바구니 만들기
CD

가을 바구니 계획서를 바탕으로 나만의 가을 바구니 만들기
- 재료를 가지고 계획한 대로 가을 바구니를 만든다.

 나만의 가을 바구니 발표하기
ET

정리
( 10 분)

각자 완성한 가을 바구니 발표하기
- 바구니 이름, 사용한 재료, 특징, 담고 싶은 것들, 만든 과정 등 자신의 바구
니에 대해 소개한다.

Tip!

미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다른 친구들의 바구니를 감상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지끈, 종이
컵, 리본 등
다양한 만
들기 재료

중심과목

통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가을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가을 열매 관찰하기
(2. 가을아 어디 있니)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2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
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5~6/8

• 가을 열매를 오감을 활용하여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수학

연계과목
자료와 가능성
성취기준 영역

S 가을 열매 관찰하기
T 루페 사용 방법 알아보기
STEAM
요소

E
A
M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개발 의도

오감을 활용하여 가을 열매들을 관찰해봄으로써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을 열매에 대한 호기심과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고안하였다.

가을 열매의 일부분만 보이는 사진을 보고 어떤 열매인지 맞히는 퀴즈를 통해 가을 열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가을 열매를 알아본다. 이후 여러 가지 관찰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미리
준비한 다양한 가을 열매들을 오감을 활용하여 관찰한다. 관찰하면서 겉모양, 속모양, 냄새, 촉감, 맛
등 관찰 내용을 활동지에 작성하고 특징에 따라 열매들을 분류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을 열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찰한 내용을 내면화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시를 구성하였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창
상
※ 열매를 관찰하는 방법을
※ 다양한 가을 열매를 의
황
알아보고 오감을 활용하여
사진 퀴즈를 통해
적
제
다양한 방법으로 가을 열매
알아보기
설
시
관찰하기
계

감성적 체험

※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가을
열매의 특징
이야기하기

감
성
적
체
험

소주제

가을 열매 관찰하기

과목
성취
기준

통합

차 시
단

원

5~6/8 차시

가을아 어디 있니

• [2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 [2수05-01] 교실 및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정해진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수를 세어보고, 기준에 따른 결과를 말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가을 열매를 오감을 활용하여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가을 열매 퀴즈 맞히기
Co

모습이 가려진 열매 사진을 보며 어떤 가을 열매인지 알아맞히기
- 열매의 모습을 단계별로 공개하며 알아맞힐 수 있도록 한다.

열매 사진
PPT

- 결정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공개한다.

도입
( 10 분)
Tip!

조금씩 사진을 공개하면서 열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답을 맞히는데
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가을 열매를 오감을 활용하여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오감을 활용하여 가을 열매를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Co

가을에 나는 열매 떠올리기
- 사과, 배, 감, 도토리, 밤, 대추 등

CD

열매 관찰 방법 알아보기
- 색깔이나 모양을 눈으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돋보기,
페

루

- 입으로 맛을 봅니다.
-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 손으로 만져봅니다.

전개
( 60 분)

- 작은 열매는 돋보기나 루페로 살펴봅니다.
- 열매를 잘라보고 씨앗의 개수나 모양을 알아봅니다.

루페 사용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고 코로나 위생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
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ip!

CD

오감을 활용하여 열매 관찰하기
- 겉모양, 속모양을 살펴보고 그린다.
- 눈으로 보았을 때 색깔이나 모양이 어떤지 관찰한다.
-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어떠한지 확인한다.
-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아본다.

열매 관찰
활동지, 비
닐장갑, 접
시, 칼, 다
양한 가을
열매

- 입으로 맛을 보았을 때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먹어본다.

Tip!

사전에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구하여 가정에서 가을에 관련된 과일들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한다.
속모양을 관찰하거나 맛을 보기 위해 칼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교사가 직접 잘라주도록 한다.
Tip!

CD

활동지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 색깔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씨앗의 개수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맛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모양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을 열매의 특징 정리하기
정리
( 10 분)

ET

가을 열매를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알게 된 점 이야기하기
- 오감을 이용하여 관찰하니 열매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 열매는 모양과 맛이 다르고 안에 씨가 있습니다.
- 겉모양과 속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심과목

통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가을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낙엽으로 표현하기
(2. 가을아 어디 있니)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
양하게 표현한다.

7~8/8

• 가을 낙엽을 관찰해보고 낙엽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통합

연계과목
가을
성취기준 영역

S 가을 낙엽 관찰하기
T
STEAM
요소

E
A 낙엽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기
M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개발 의도

다양한 색깔로 변화한 가을 낙엽들을 관찰하며 특징을 알아보고 낙엽으로 다양하게
표현해봄으로써 과학적 탐구 능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앞
차시에서 미리 만들었던 가을 바구니를 활용하여 차시 간의 연계성도 고려하였다.

가을 풍경 사진들을 보고 각자 가을과 관련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낙엽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이후 학교 곳곳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함께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떠올리며 각자 가을 바구니에 낙엽을 담는다. 담아온 낙엽들을 특징에
따라 분류해보고 낙엽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며 차시를 마무리한다.
전 차시에 이어 낙엽을 관찰해봄으로써 과학적 탐구 능력을 더욱 발달시키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낙엽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력을 높이고자 해당 차시를 구성하였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창 ※
상
※ 가을 풍경 사진을
의
황
보며 가을과 관련된 적
제
경험을 떠올리기
설 ※
시
계

학교 곳곳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관찰하고 특징
알아보기
낙엽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감성적 체험

감
※ 낙엽을 관찰하고
성
낙엽으로 표현하며
적
알게 되었거나 느낀
체
점 이야기하기
험

소주제

낙엽으로 표현하기

과목
성취
기준
학습
목표

통합

차 시
단

원

7~8/8 차시

가을아 어디 있니

• [2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 가을 낙엽을 관찰해보고 낙엽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가을 풍경을 살펴보고 낙엽과 관련된 경험 이야기하기
Co

사진을 보며 가을 풍경 떠올려보고 낙엽과 관련된 경험 이야기하기
-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을 풍경
사진 PPT

- 산이 단풍으로 물든 모습이 떠오릅니다.
- 가족과 등산했을 때 낙엽을 밟아 보았습니다.

도입
( 10 분)

- 학교 곳곳에 떨어진 낙엽을 보았습니다.

Tip!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
를 조성한다.
가을 낙엽을 관찰해보고 낙엽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교 곳곳의 낙엽을 관찰해보고 자신이 만든 가을 바구니에 담아보기
CD

낙엽을 살펴보고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
- 이 낙엽은 주황색이고 길쭉합니다.
- 만져 보면 까칠까칠한 낙엽도 있습니다.
- 손가락처럼 생긴 낙엽도 있습니다.

교실이 아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전 안전 지도를 반드시
실시한다. (교사와 떨어져서 단독 행동하지 않을 것, 학교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것)
Tip!

전개
( 60 분)

CD

자신이 낙엽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떠올리며 가을 바구니에 낙엽 담아보기
-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낙엽을 살펴보며 각자 표현하는데 필요한 낙엽을 가을

바구니에 담아본다.

Tip!

나무를 흔들거나 꺾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돋보기, 가
을 바구니

 가을 바구니에 담아온 낙엽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낙엽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CD

- 색깔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크기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모양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낙엽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낙엽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

CD

- 낙엽으로 바닷 속 세상을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 낙엽으로 가을 풍경을 꾸며보고 싶습니다.
- 낙엽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Tip!

개인별로 표현 활동을 한 뒤에 남은 낙엽으로 전지에 학급 전체가 꾸며보도록
하여 모든 낙엽을 활용할 수 있다.

 낙엽을 관찰하고 낙엽으로 표현한 뒤 느낀 점 이야기하기
낙엽을 관찰하고 낙엽으로 표현한 뒤 느낀 점 이야기하기

ET

- 낙엽의 모양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
( 10 분)

- 낙엽으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꾸며보아 즐거웠습니다.
- 낙엽으로 우리 반이 함께 작품을 완성하여 재밌었습니다.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어 학급 전체가 서로의 작품에 대해 감상하는 시간을 가
질 수 있도록 한다.
Tip!

도화지, 목
공풀, 양면
테이프, 색
칠도구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2/8

<다섯 고개 활동지>

1

2

3

4

5
정
답

차시

3~4/8

<가을 바구니 계획하기>
이름: (
나의 가을
바구니 이름
만들기 재료
나의 가을
바구니 특징
(색깔, 모양 등)
가을 바구니에
담고 싶은 것들

)

차시

5~6/8

5. 교사자료
차시

1~2/8

<가을 기후의 특징>
기상학적으로는 보통 9~11 월을 가을이라고 하나, 천문학적으로는 추분(9 월 23 일경)부터 동지(12 월
21 일경)까지를 말하고, 24 절기상으로는 입추(8 월 8 일경)부터 입동(11 월 8 일경) 사이를 일컫는다. 서
울에서는 9 월 18 일경에 초가을이 시작되어 11 월 26 일경에 늦가을이 끝나지만, 제주에서는 이보다
일주일 늦은 9 월 25 일경에 시작되어 12 월 13 일경에 끝난다. 8 월 중순이 지나면 여름철의 기압 배치
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일대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약화되어 남쪽으로
후퇴하고 대륙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만주 쪽으로 북상하던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
서 한반도는 가을장마에 접어들게 된다. 이때는 가끔 집중 호우가 내리거나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이
내습하기도 하여, 결실기에 접어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늦
게까지 우리나라를 덮고 있을 때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9 월 중순 이후 가을장마가 끝나면,
대륙의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동성 고기압이 빈번히 우리나라를 지나 동쪽으로 이동해
간다. 이때가 이른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며 강수량이 줄어들고 습도도 낮
아지며, 산야는 단풍과 황금빛의 오곡으로 뒤덮이게 된다. 늦가을이 되면 낮의 길이와 일조 시간이 짧
아지고 기온이 점차 하강하며, 특히 일교차가 심해진다. 새벽에는 야간의 복사 냉각으로 안개가 발생하
기 쉬우며 서리도 내린다. 첫서리는 기온이 낮은 북부 지방과 바다에서 먼 내륙 지방이 빠르며, 고도
및 지형·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1 월 중순 이후부터 기압골이나 한랭 전선이 한반도
를 통과하면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게 되고, 뒤이어 대륙의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해 나오면서
기온은 급격히 내려가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게 된다.

<가을 하늘이 파란 까닭>
가을은 태양 고도가 점점 낮아지고 지면이 열복사로 차가워지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은 아
직 기온이 높아도 지표 부근의 기온은 내려가서 대기 성층이 안정되며, 지표 부근에서는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지 않고 상공의 먼지가 낙하해서 하늘이 맑아지는 것이다. 또 여름에 많이 내린 비로 지면이
습하여 먼지바람이 잘 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료출처

교육부(2013),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통합 교과 2-2”, 지학사.
함윤미·문혜진(2001), “노빈손의 가을 여행”, 뜨인돌

차시

3~4/8

<다양한 찰흙 바구니 만들기>
(1) 빚어서 만들기
① 만들 그릇의 모양을 생각하며 큰 덩어리로 전체적인 형태를 손으로 빚어 만든다.
② 손가락으로 눌러서 펼치듯이 중심 부분부터 만든다.
③ 손잡이 등을 붙여 그릇의 모양을 완성한다.
※ 만들기가 쉽고 개성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크기가 작고, 손가락으로 주무른 듯한 느낌이 날
수 있다.
2) 판으로 만들기
① 굴림대로 밀거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약간 누르듯이 고르게 밀어 찰흙판을 만든다. 손바닥으로 밀
경우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듯이 눌러 준다.
②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낸 밑판에 옆판을 잘라 붙여 바구니의 모양을 완성한다.
③ 손잡이 등을 붙여 그릇의 모양을 완성한다.

<종이컵과 종이 끈을 이용한 바구니 만들기>
(1) 준비물: 종이컵(또는 일회용 라면 용기), 모루 또는 종이끈(운동화 끈 등 긴 끈이면 모두 사용 가
능), 가위 등
(2) 만드는 방법
① 종이컵을 그릇의 크기에 따라 홀수로 살을 내어 바닥 쪽으로 자른다.
② 종이컵 아래쪽부터 살 사이를 종이 끈을 사용하여 지그재그로 엇갈려 가면서 엮는다.
③ 살을 펼친 채로 만들면 접시 모양이 되고, 엮으면서 오므리면 바구니 모양이 된다. 오므린 정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④ 종이컵 위의 말린 부분에 종이 끈을 끼워 마무리한다.
※ 종이 끈을 엮어 손잡이를 만들어 달 수도 있다.

<학생 작품 감상의 방향>
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② 작가 작품 감상 및 표현 활동과 연계하는 감상이 되어야 한다.
③ 감상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거나 교사가 의도를 갖고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 순서와 차례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 발표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방법 등)
④ 학생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출처

교육부(2013),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통합 교과 2-2”, 지학사.
김흥숙·이창림(2005), ‘초등학교 학생 작품 감상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19(3), 한국
미술교육학회, 387~416 쪽

차시

<오감을 활용한 관찰하기>
관찰 활동이 주가 되는 수업은 어떤 사물과 현상
을 처음 접했을 때 모양, 색깔, 크기, 무늬, 냄새,
촉감 등의 감각을 통해서 그 특징을 알아보는 경
우에 적합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관찰할 때에 관
찰의 관점 또는 그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
요 관찰 기준을 수업 중에 제시하지 않으면 수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
야 한다. 특히 관찰할 대상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학생들이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경우에는 수
업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되도록 관찰
한 사물을 실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매의 이해>
(1) 열매가 만들어지는 과정
① 꽃의 수술에는 꽃가루가 있다. 이 꽃가루가 암
술과 만나면 식물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수정이
되고 나면 꽃잎과 수술은 시들어 떨어진다.
②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지면 암술 속 씨방에서
밑씨가 자라 씨가 만들어진다. 씨는 처음에는 작
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커져, 마지막에는 딱딱한
껍질에 싸인 씨가 된다.
③ 씨가 자랄 때 씨방(씨를 둘러싸고 있는 양분)도
함께 자라면 열매가 되고 씨방의 벽은 나중에 열
매 껍질이 된다.
(2) 열매의 분류
① 장과: 귤, 감, 포도처럼 살과 물이 많고 씨가
있는 열매
② 견과: 잣, 밤, 은행처럼 단단한 껍질로 싸여 있
는 열매
③ 협과: 콩, 팥, 완두처럼 꼬투리로 맺히는 열매
④ 삭과: 봉선화 열매처럼 익으면 껍질이 터지면
서 씨를 퍼뜨리는 씨방이 여러 개인 식물의 열매
⑤ 수과: 메밀처럼 엷은 껍질과 속의 종자가 붙어
한 개의 씨처럼 보이는 열매

5~6/8

<관찰 표현 방법>
초등학생들은 관찰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관찰은 하였지만 제대로 기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찰한 내용을 말이
나 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찰한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의 지도가 필요하
다.

<제철 과일과 채소의 종류>

자료출처

교육부(2013),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통합 교과 1-1”, 지학사.
김일곤(2008), ‘관찰 관점 훈련 학습이 관찰 능력과 과학 탐구 능력에 미치는 효과’, 부산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부(2013),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통합 교과 2-2”, 지학사.

차시

7~8/8

<가을에 단풍이 드는 까닭>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 작은 알갱이들을 엽록소라고 하는데, 이 엽록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광합성 활동이 활발한 봄과 여름에는 식물의 잎이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햇빛과 물
이 부족해지면 잎은 광합성을 하기 어려워지고, 겨울 동안 잎이 필요 없어진 나무는 스스로 잎과의 연
결을 끊어 버린다. 그로 인해 엽록소가 파괴되고 잎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색소가 드러나게 된다. 나무들
은 저마다 다른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는 노란색으로, 어떤 나무는 붉은색으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낙엽>

<낙엽 붙이기>
(1) 준비물: 낙엽, 나무껍질, 도화지, 글루건 또는 투명
접착테이프
(2) 만드는 방법
① 야외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연물을 종류별로 수집한
다.
② 여러 가지 동물 사진이 담긴 시각 자료를 준비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붙이기 작품으로 나타낸다.
③ 동물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나무껍질이나
큰 낙엽 등을 글루 건 또는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커
다란 덩어리부터 다리, 얼굴 등을 표현한다.
④ 작은 낙엽이나 풀 등으로 배경을 꾸며 준다.

자료출처

정민지(2010), “떴다! 지식탐험대”, 시공주니어.
교육부(2013),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통합 교과 2-2”, 지학사.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2
/8

3~4
/8

5~6
/8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다섯 고개 놀이와 노래 부르기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며 가을의 모습 및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중

다섯 고개 놀이와 노래 부르기 활동에 참여하며
가을의 모습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하

다섯 고개 놀이와 노래 부르기 활동에 참여하나
가을의 모습 및 특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

자신만의 가을 바구니를 창의적으로 계획하여
완성할 수 있다.

중

자신만의 가을 바구니를 계획하여 완성할 수 있다.

하

자신만의 가을 바구니를 계획하나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

가을 열매를 오감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중

가을 열매를 오감을 활용하여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하

가을 열매를 오감을 활용하여 관찰하나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

낙엽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낙엽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

낙엽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낙엽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하

낙엽을 관찰하고 낙엽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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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학습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학습지,
관찰평가지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가. 관찰평가지(1~2차시)
지식
번호

이름

가을의 모습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상

중

하

태도
가을의 모습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상

있다.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나. 학습지 및 관찰평가지(3~4차시)

번호

이름

지식
재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태도
가을 바구니 만들기

나만의 가을 바구니

활동에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상
중
하

상

배움과 성장의 기록

참여할 수 있다.
중
하

다. 학습지 및 관찰평가지(5~6차시)
지식
열매 관찰 방법을
번호

이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을 열매를
관찰할 수 있다.
상
중
하

태도
가을 열매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배움과 성장의 기록

관찰할 수 있다.
상

중

하

라. 관찰평가지(7~8차시)
지식
번호

이름

낙엽을 관찰하고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상

중

하

태도
가을 낙엽 표현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상

있다.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통합)
- 오감을 활용하여 가을 열매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관찰 결과를

교과학습발달상황

정리할 수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자신만의 가을 바구니를 계획을 세워 창의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 낙엽을 관찰하여 특징을 이해하고 낙엽을 활용한 표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어)
- 가을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한 다섯 고개 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뛰어난 소질을 보임.

붙임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4)

프로그램 명: 학교숲을 걸어요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1

1~2/10

탐구한다.

[초등학교 1~2학년]
(2) 말하기

[2즐04-04]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2

3~4/10

탐구한다.
[2즐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3

5~6/10

[2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4

7~8/10

[2슬06-02]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가을의 특징을 파악한다.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슬08-03]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좋아하는 동물의

5

9~10/10

특성을 탐구한다.
[2즐08-02] 여러 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어 겨울 놀이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2) 말하기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0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학교숲이랑 친구해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로 자라나려면 어릴 적부터 자연과의 교감을 충분히
경험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놀이를 만들며, 신체와 정신을
전인적으로 성장‧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숲’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자연과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자연 생태 STEAM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차시에서는 ‘학교 숲 탐방’을 처음 접하는 수업이기에 자연체험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있는 자연에 대한 관심과 자연을 몸소 피부로 느껴가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난관을
극복해 가는 동시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지적 상상력 자극 활동을 하고자
1~2
/10

한다.
STEAM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인 관계로 놀이와 체험 위주의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미술과(표현영역) 창의‧융합능력을 핵심역량으로
기르고자 한다.
Co

내가 알고 있는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이야기하기

Co

학교에서 식물을 본 경험 이야기하기

Co

식물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기

CD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학교 숲 탐방 계획 세우기

CD

학교숲 친구와 생태놀이 하기

ET

학교숲 친구를 만난 소감 발표하기

ET

학교숲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찾아보기

주제(단원)명

학교숲 놀이터에서 놀아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은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이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소모하기 위해
놀이활동은 필수적이다. 이에 실외 활동에 적합한 6~7 월의 자연적 환경 조건을 이용하여
자연공간에서 제한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장소, 주변의 자연물이 놀잇감이 될 수 있는
학교 숲에서 유아 및 학생들의 신체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STEAM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3~4

본 차시에서는 학교 숲을 통해 청각, 시각, 촉각, 미각 등의 다양한 자극을 통해 감각

/10

훈련을 하며 코로나 19 로 인해 제한되었던 운동결핍으로 인한 자세 결험, 운동 장애, 비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 조형물을 활용한 미적 감수성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5~6

Co

내가 좋아하는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Co

학교숲에서 하고 싶은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CD

자연물(돌, 나뭇잎, 산가지 등)을 이용한 놀이하기

CD

내가 자연이 되어 표현하기

ET

자연이 필요한 이유와 고마운 이유 생각해 보기

ET

안전한 학교숲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방법 생각해 보기

주제(단원)명

학교숲이 주는 선물이랍니다.

차시

주요내용
자연은 유아나 학생들의 육체적 공격성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이끌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이 자연의 다양한 요소로 자극을 받아 촉진되기에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여러 주제의 작품을 서로 협력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생태 미술
STEAM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차시에서는 학교 숲에 있는 다양한 자연을 탐구하고자 하는 탐구력과 모험심을
자극하여 직관력과 상상력을을 풍성하게 부여하여 조형능력(만들기, 그리기 등)을 일깨우고

/10

유아와 학생들간의 활발한 의사 소통 및 상호작용을 통해 배려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Co

먹어본 열매,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Co

자연친화활동(봉선화 물들이기, 천연염색하기 등)을 해 본 경험 이야기하기

CD

나무(식물)과 열매(과일)을 서로 바르게 연결하기

CD

자연물을 이용한 가을 표현하기

ET

내가 자연에게 주고 싶은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보기

ET

학교숲 속 그림 전시회하기

주제(단원)명

학교숲은 변신의 천재!!

학교숲 생태교육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차시이기에 1~2 차시에 만난 학교
숲의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지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본 차시에서는 학교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가을과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7~8

이해하고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배움을 내면화하고 생활

/10

주변의 현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확산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하고자 한다.
Co

학교숲에서 달라진 점을 찾아 이야기하기

Co

영상 [화담숲의 가을] 시청하기 : 단풍 구경을 간 경험 이야기하기

CD

영상 [단풍도 건너 뛰었나? 짧아진 가을에 빛깔 못 내] 시청하기

CD

계절과 단풍과의 관계 알아보기

ET

세상에 하나뿐인 단풍 만들기

ET

우리 학교숲 단풍을 소개합니다.

주제(단원)명

학교숲에게 인사해요 “안녕, 내년에 보자”

숲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아‧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9~10
/10

중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환으로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숲교육 전문가의 수도 제한적인 동시에 숲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적 요건 또한
충분하지 않기에 학교 숲을 통해 유아 및 학생들에게 대자연의 신비로운 생명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차시

주요내용

본 차시에서는 학교 숲 수업을 통해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과 규칙을 익히며 생명의
존엄성을 터득하고 ‘숲 속을 걸어요’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내용, 활동 소감을
나누면서 성찰의 시간과 숲(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Co

유치원 또는 학교에 오면서 관찰한 나무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Co

나의 생활 모습(옷차림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CD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 자연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

CD

학교 숲 체험 ‘우리의 기억’ 만들기

ET

친구 나무에게 감사장 달아주기

ET

‘숲 속을 걸어요’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통합

학교급/학년(군) 유치원, 초등학교/1~2 학년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2즐06-01]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
[초등학교 1~2 학년군]
통합

중심과목
성취기준

적으로 표현한다.
[2즐06-04]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
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2바08-02]생명을 존중하며

동식물을

보호한다.
주제(단원)명

학교숲을 걸어요

차시

10 차시

• 각 계절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연계과목
S
STEAM
요소

•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주제가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다.
• 친구들과 협력하여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 주변의 동식물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할 수 있다.
연계과목
국어
[초등학교 1~2학년] 쓰기
성취기준 영역
계절의 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모습을 관찰하고 표현하기, 단풍의 원인을 생각하기

T
E

돌,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둥지, 아지트, 탑 등) 만들기

A

자연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주제의 조형물을 표현하기

M

자연물을 관찰하여 특징(도형, 개수 등)을 기준에 따라 설명하기
숲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비해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중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환으로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숲교육 전문가의 수와 체험할 수 있는

개발 의도

자연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기에 학교숲을 통해 유아 및 학생들에게 대자연의 신비로운
생명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건강한 유아와
학생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며 개발하였다.

본 STEAM 프로그램은 학교숲을 통해 자연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외부 전문가(숲해설가)를 통해 심도있는 숲체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처음에는 숲 해설가와 함께 학교숲 체험의 과정을 설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매 차시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숲 놀이와 숲 놀이를 통한 인성 교육, 조형물 표현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 유아와 학생 간에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매 수업을 통해 숲에 대한 고마움과 숲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 나눔
시간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 학교숲 탐방 계획
상
세우기
황 ● 계절의 변화에
제
따른 학교숲에
시
있는 동식물
관찰하기

창
의
적
설
계

● 계절별 자연생태 놀이하기
● 자연물을 활용한 조형물
만들기
● 자연물의 특징 관찰하기
● 만든 조형물 전시하기

감성적 체험

● 학교숲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 자연생태 놀이를
한 소감말하기
● 자연에게 감사의
편지 쓰기(그리기)

감
성
적
체
험

소주제

학교숲이랑 친구해요

과목

통합

차 시
단

원

1~2/10 차시

2. 초록이의 여름 여행

• [2국01-04]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성취
기준

• [2국01-05]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며 듣는다.
•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 [2즐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 [2즐04-04]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학습
목표

• 학교숲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교숲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즐겁게 생태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내가 알고 있는 동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이야기하기

Co

-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는 동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이야기한다.
Tip!

학생들이 발표하는 동식물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분류하기 활동의

자료로 활용한다.
도입
(10 분)

학교에서 동식물을 본 경험 이야기하기

Co

-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는지의 질문에 따라 본 동식물을 발표한다.
Tip!

학생들의 발표가 한정되면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동식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포스트 잇
*학교주변에
있는 동식물
사진

‘어디에 있을까?’. ‘이름은 무엇일까?’ 등을 생각해 보게 한다.
동식물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기

Co

- 동식물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유롭게 발표해 보도록 한다.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학교 숲 탐방 계획 세우기

CD
Tip!

지역 인력풀이나 전국 단위 숲해설가 협회에 신청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숲체험 수업을 실시하면 보다 전문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 숲 해설가 선생님과 인사를 한다.
- 학교숲 체험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알아보고 약속을 한다.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기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하기
▪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지 않기
전개
(60 분)

▪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기
CD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학교숲 탐방하기

- 우리학교에 어떤 동물, 식물, 나무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본다.
- 학교의 크기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숲탐방을 진행한다.
-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나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고 각각의 특징을 찾아본다.
Tip!

스마트폰, 사진기를 이용하여 관찰한 식물을 찍어 추후 수업에서 식물도감,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도록 한다.
Tip!

나무 이름표를 교사가 사전에 제작하여 탐방 중에 숲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식물, 나무의 이름을 기재하여 부착하면 학생들이 추후에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식물이름표
*학교주변에
있는 동식물
사진
*스마트폰

ET

학교숲 친구를 만난 소감 발표하기

- 학교숲을 둘러 본 소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CD

학교숲 친구와 생태놀이 하기

- 계절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숲 생태놀이를 한다.
- 정해진 규칙과 안전에 유의하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당부한다.
▣ 강아지풀 놀이 ▣
1. 강아지풀을 따서 줄기를 자른다.
2. 자른 쪽부터 양쪽으로 가른다.
3. 가른 강아지풀을 코 양쪽에 대고 숨을 살짝 들이키면서 콧수염처럼 붙인다.
4. 강아지풀을 가르지 않고 목, 손 등에 친구 간지럼 태우기 놀이를 할 수 있다.
Tip!

강아지풀을 이용하여 간지럼 놀이를 하면서 콧수염이나 목, 손 등에 간지럼을

태울 때, 강아지풀 끝이 눈에 찔리지 않도록 안전지도에 유의한다.
▣ 풀피리 불기 ▣
1. 풀잎이나 나무의 잎 중에서 얇은 잎을 뜯는다.
2. 입술사이에 대고 양끝을 손가락으로 당기면서 공기를 세게 분다.
Tip!

아카시 잎이나 싸리나무의 어린잎을 사용하면 소리가 잘 나며 여리고 얇은

잎을 사용하면 소리를 더 잘 만들 수 있다.
ET

친구들과 함께 생태놀이한 소감을 발표하기

- 즐거웠던 점, 어려웠던 점 등 다양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안내한다.
ET

정리
(10 분)

학교숲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찾아보기

- 즐거움과 재미를 준 학교숲 친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발표한다.
- 앞으로 학교 숲에서 배우거나 체험하고 싶은 활동을 말한다.

*상비약
*여러 식물

소주제

학교숲 놀이터에서 놀아요

과목

통합

차 시
단

원

3~4/10 차시

2. 초록이의 여름 여행

• [2국01-04]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성취
기준

• [2국01-05]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며 듣는다.
•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 [2즐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 [2즐04-04]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학습
목표

• 학교숲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교숲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즐겁게 생태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내가 좋아하는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Co

- 즐겁게 놀았던 놀이나 게임의 경험을 발표한다.
- 놀이나 게임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 말한다.
- 친구들과 함께 했던 놀이, 게임 중에서 좋았던 경험을 발표한다.
학교숲에서 하고 싶은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Co

도입
(10 분)

- 학교숲에서 앞으로 해 보고 싶은 놀이 말한다.

동영상

- 학교숲에서 놀이할 때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Tip!

동영상 1 [숲을 사랑해요 : 토토의 유아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YyRcEMo0h88
동영상 2 [숲놀이 현장학습]
https://www.youtube.com/watch?v=VZ0MrF4otio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학교 숲 탐방 계획 세우기

CD

- 숲 해설가 선생님과 인사를 나눈다.
- 학교숲 체험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알아보고 약속을 한다.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기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하기
▪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지 않기
▪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기
전개
(60 분)

CD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학교숲 탐방하기

- 우리학교에 어떤 동물, 식물, 나무가 있는지 숲탐방을 진행한다.
▣ 거미줄 관찰하기 ▣
1. 주변에서 거미줄은 찾아본다.

*돋보기
스마트폰
루페
*식물이름표

2. 거미는 거미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 거미줄은 어떤 모양인지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Tip!

동영상 3 [집지기 선수 거미 : 깨비키즈]
https://www.youtube.com/watch?v=NkxiQ2DinYo

-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나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고 각각의 특징을 찾아본다.
Tip!

학교를 분할하여 집중적으로 관찰 및 탐방을 하며 지난 숲체험 때와 달라진

*상비약
*식물채집통
(지퍼백)

점을 찾아보는 활동도 병행하여 계절의 변화를 확인해 본다.
Tip!

나만의 식물도감을 만들기 위해 채집한 식물을 담을 수 있는 채집통이나

지퍼백을 준비한다.
자연물(돌, 나뭇잎, 산가지 등)을 이용한 놀이하기

CD

▣ 산가지 놀이하기 ▣

*나뭇가지

1. 자신의 차례가 되면 산가지 전부를 한 손에 움켜쥔 후 바닥 위에 세웠다가
손바닥을 펴서 가지가 흩어지게 한다.
2.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씩 가져온다.
3.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가져가지 않는다.
4. 나뭇가지가 모두 없어지면, 누가 많이 가져갔는지 개수를 세어보고 승자를
가린다.
5.

다양한 규칙을 만들며 놀이한다.
▣ 비석치기 ▣

*돌

1. 평평한 형태의 돌을 1 개씩 찾아서 가져온다.
2.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돌을 쓰러뜨린다.
ET

친구들과 함께 생태놀이한 소감을 발표하기

- 즐거웠던 점, 어려웠던 점 등 다양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안내한다.
CD

내가 자연이 되어 표현하기

- 여름 햇빛이 되어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한다.
- 여름 하늘의 구름이 되어 느낌과 움직임을 동작으로 표현한다.
- 갑자기 내린 소나기가 되어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한다.
Tip!

학생들이 동작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매트를 바닥에 깔아서 다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ET

자연이 되어 본 소감을 말하기

ET

자연이 필요한 이유와 고마운 이유 생각해 보기

- 소중하지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리
(10 분)

- 훼손되어 가는 자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본다.
-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ET

안전한 숲 속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방법 생각해 보기

-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발표한다.

*매트

소주제

학교숲이 주는 선물이랍니다.

과목

통합

차 시
단

원

5~6/10 차시

2. 가을아 어디 있니

• [2슬06-01] 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 [2슬06-02]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가을의 특징을 파악한다.
성취
기준

•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2즐06-02]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 [2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학습
목표

• 학교숲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교숲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즐겁게 생태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여러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을의 모습이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먹어본 열매,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 좋아하는 과일의 이름과 생김새를 이야기한다.
- 언제 어떤 과일을 먹었는지 연관지어 이야기한다.
도입
(10 분)

- 가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Tip!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제철과일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자연친화활동(봉선화 물들이기, 천연염색하기 등)을 해 본 경험 이야기하기

Co

- 봉선화 물들이기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 천연염색을 하거나 천연 염색을 한 의류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학교 숲 탐방 계획 세우기

CD

- 숲 해설가 선생님과 인사를 나눈다.
- 학교숲 체험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알아보고 약속을 한다.

*상비약
*지퍼백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기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하기
▪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지 않기
▪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기
CD

전개
(60 분)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학교숲 탐방하기

- 우리학교에 어떤 동물, 식물, 나무가 있는지 숲탐방을 진행한다.
CD

나무(식물)과 열매(과일)을 서로 바르게 연결하기

- 학교숲에 잇는 나무(식물)과 열매(과일)을 관찰하면서 무리짓기 활동을 한다.
▣ 누구와 누가 짝일까요? ▣
1. 상수리나무와 열매인 도토리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설명한다.
2. 밤나무와 밤송이(밤껍질)를 관찰하고 설명한다.
3. 플라타너스와 열매를 관찰하고 설명한다.
4. 소나무와 솔방울을 관찰하고 설명한다.
5. 단풍나무와 열매를 관찰하고 설명한다.
Tip!

단순한 관찰을 넘어 오감을 통해 다양하게 경험하고 표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돋보기
루페
흰 천

*여러가지
열매
*매트

▣ 도토리 팽이 놀이 ▣
1. 수집한 도토리의 중앙 부분에 송곳으로 구멍을 판 후 이쑤시개를 꽂는다.

*도토리
이쑤시개

2. 이쑤시개가 도토리 아랫부분으로 1cm 정도 나오게 한다.
CD

자연물을 이용한 가을 표현하기

-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을이 드러나게 표현하기
▣ 솔방울 모빌 만들기 ▣
1. 숲에서 다양한 크기의 솔방울을 채집한다.
2. 솔방울을 가지고 돌아와 크기와 생김새를 관찰한다.
3. 다양한 크기의 솔방울을 끈에 적당한 간격으로 글루건을 사용하여 붙인다.
4. 교실 벽면이나 창가, 또는 천장에 매달아 놓거나 걸어둔다.
ET

내가 자연에게 주고 싶은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주고 싶은 선물과 그 이유를 함께 말한다.
- 자연에게 받은 싶은 선물과 그 이유도 말한다.

ET

정리
(10 분)

학교숲 그림 전시회하기

- 학생들이 완성한 가을 그림을 전시하여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 친구의 작품을 보고 가을과 관련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도화지
낙엽, 돌
오공본드
*솔방울
오공본드
글루건
막대, 실

소주제

학교숲은 변신의 천재

과목

통합

차 시
단

원

7~8/10 차시

2. 가을아 어디 있니

• [2슬06-01] 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 [2슬06-02]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가을의 특징을 파악한다.
성취
기준

•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2즐06-02]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 [2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학습
목표

• 학교숲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교숲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즐겁게 생태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여러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을의 모습이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교숲에서 달라진 점을 찾아 이야기하기

Co

도입
(10 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교숲
사진

- 식물의 색깔, 모양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우리 학교숲에 새로 심은 식물이 있는지 물어본다.
- 집으로 갈 때 거리에서 보는 식물에서 달라진 점을 생각해 본다.

영상 [화담숲의 가을] 시청하기 : 단풍 구경을 간 경험 이야기하기

Co
Tip!

https://www.youtube.com/watch?v=WbjA_hT8L50
- 단풍 구경을 간 경험을 이야기한다.
-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을 색에는 무엇이 있는지 발표한다.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학교숲 탐방 계획 세우기

CD

*상비약

동영상 4 [화담숲의 가을]
*지퍼백
*돋보기
루페
흰 천

- 숲 해설가 선생님과 인사를 나눈다.
- 학교숲 체험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알아보고 약속을 한다.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기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하기

전개
(60 분)

▪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지 않기
▪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기
CD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학교숲 단풍 탐방하기

- 우리 학교의 단풍은 어떠한가요?
▣ 나뭇잎 무지개 ▣
1. 무지개 그림이나 이야기를 통해 무지개의 색깔 원리를 이해한다.
2. 넓은 숲이나 공원에서 다양한 색깔의 나뭇잎을 수집한다.
3. 비슷한 색의 나뭇잎끼리 모은다.
4. 무지개 그림을 보여주고 무지개의 색깔 순서와 비슷하게 나뭇잎을 배열한다.
5.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Tip!

나뭇잎은 왜 이렇게 빨간색일까?, 나뭇잎은 가을이면 왜 색깔이 변할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 나뭇잎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매트

▣ 낙엽은 마법사 ▣
1. 계절의 변화와 함께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지퍼백에 다양한 크기, 모양, 색깔이 다른 나뭇잎을 모은다.
3. 모아 온 여러 가지 나뭇잎을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도화지
낙엽, 오공
본드

4. 나뭇잎을 이용해 무슨 놀이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5. 나뭇잎을 흰 종이에 펼쳐서 다양한 모양을 꾸며보아요.
6. 자기가 만든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세상에 하나뿐인 단풍 만들기

ET

- 나뭇잎 도안에 원하는 색으로 단풍을 색칠한다.
- 만든 단풍을 친구들에게 색깔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나뭇잎도
안, 색칠도
구

영상 [단풍도 건너 뛰었나? 짧아진 가을에 빛깔 못 내] 시청하기

CD
Tip!

동영상 5 [MBC 뉴스 2021.10.23.]

https://www.youtube.com/watch?v=mZ_0Yj66MjQ
- 단풍의 색과 날씨는 무슨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 본다.
CD
Tip!

계절과 단풍과의 관계 알아보기
동영상 6 [과학할고양 – 단풍 : EBS 키즈]

-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된 점을 발표한다.
ET

우리 학교 단풍을 소개합니다.

- 학교 생태지도를 통해 우리학교 단풍 지도를 만든다.
- 붉은 단풍나무가 있는 자리, 노란 은행나무가 있는 자리 등을 표시한다.
ET

정리
(10 분)

나만의 단풍을 이용하여 신비의 단풍나무 만들기

- 학생들이 만든 나만의 단풍잎을 모두 모아서 커다란 단풍나무를 만든다.
- 만든 단풍나무의 이름을 지어본다.

*도화지

소주제

학교숲에게 인사해요 “안녕, 내년에 보자”

과목

성취
기준

통합

단

원

차 시

9~10/10 차시

2.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 [2슬08-03]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좋아하는 동물의 특성을 탐구한다.
• [2즐08-01]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2즐08-02] 여러 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어 겨울 놀이를 한다.
• [2슬08-01] 겨울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학습
목표

• 겨울철 동식물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겨울철 동식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유치원 또는 학교에 오면서 관찰한 나무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풍경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도입
(10 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계절풍경
이나 생활
모습 사진

- 식물의 달라진 모습의 원인에 대해 인터넷, 책 등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Co

나의 생활 모습(옷차림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 봄, 여름, 가을의 옷차림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한다.
-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철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한다.
CD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학교숲 탐방 계획 세우기

- 숲 해설가 선생님과 인사를 나눈다.
- 학교숲 체험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알아보고 약속을 한다.

*상비약
*지퍼백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기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하기
▪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지 않기
▪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기
CD

*돋보기
루페
흰 천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겨울철의 학교숲 탐방하기

- 학교숲의 나무 모습을 관찰하고 설명한다.
CD

전개
(60 분)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 자연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

-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한다.
- 겨울을 보내기 위한 학교숲 나무나 식물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다.
ET

학교숲이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우리가 할 일 찾기

- 생명의 소중함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CD

학교숲 체험 ‘우리의 기억’ 만들기

- 2021 년도 함께 한 학교숲 체험활동을 되돌아본다.
- 즐거웠던 체험, 힘들었던 체험 등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활동사진
*도화지, 풀

- 교사가 준비한 사진을 이용하여 ‘학교숲 기억 수첩’을 만든다.
- 각자가 만든 ‘학교숲 기억 수첩’을 보고 소감을 발표한다.
- 만든 수첩은 전시하여 서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ET

친구 나무에게 감사장 달아주기

- 함께 공부한 친구 나무에게 고마움을 담은 감사장(그림)을 쓴다.

*편지지

- 쓴 감사장을 나무에 달아준다.
- 친구 나무에게 고마움의 노래를 불러준다.
Tip!

나무의 수고함을 감사장으로 만들어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을 통해 나무에

대한 감사의 마음, 나아가 자연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다.
ET

정리
(10 분)

‘학교숲을 걸어요’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 1 년동안의 체험을 되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발표한다.
- 2022 년에 해 보고 싶은 활동을 설계한다.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2/10 (매차시 사용)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교숲 탐방 계획하기

학년

반

이름 :

❋교실 밖 학교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배움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숲 탐방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 봅시다.

1. 탐방할 학교숲 구역은 어디인가요?

후문

학교 뒷뜰

학
교

학교 본관

옆
화

학교 앞 화단

단

정문
2. 탐방하면서 관찰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탐방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1~2/10 (매차시 사용)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교숲의 보물

학년

반

이름 :

❋ 학교숲에는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보물을 소개해 봅시다.

1. 발견한 보물의 특징이 드러나게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2. 발견한 보물의 특징을 적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책이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 된 보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1~2/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교숲과 함께 놀아요

학년
이름 :

❋교실 밖 학교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생태놀이를 함께 해 보아요

♣ 학교숲 체험할 때 지켜야 할 약속 ♣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기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하기
▪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지 않기
▪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기

▣ 강아지풀 놀이 ▣
1. 강아지풀을따서 줄기를 자른다.
2. 자른 쪽부터 양쪽으로 가른다.
3. 가른 강아지풀을 코 양쪽에 대고 숨을 살짝 들이키면서 콧수염처럼 붙인다.
4. 강아지풀을 가르지 않고 목, 손 등에 친구 간지럼 태우기 놀이를 할 수
있다.

☀ 강아지풀을 이용하여 간지럼 놀이를 하면서 콧수염이나 목, 손 등에
간지럼을 태울 때, 강아지풀 끝이 눈에 찔리지 않도록 안전지도에
유의한다.

▣ 풀피리 불기 ▣
1. 풀잎이나 나무의 잎 중에서 얇은 잎을 뜯는다.
2. 입술사이에 대고 양끝을 손가락으로 당기면서 공기를 세게 분다.
☀ 아카시 잎이나 싸리나무의 어린잎을 사용하면 소리가 잘 나며
여리고 얇은 잎을 사용하면 소리를 더 잘 만들 수 있다.

반

차시

1~2/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강아지풀 수염을 단 친구
❋강아지풀 수염을 하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그려 보세요.

학년
이름 :

반

차시

3~4/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교숲과 함께 놀아요

학년
이름 :

❋교실 밖 학교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생태놀이를 함께 해 보아요

♣ 학교숲 체험할 때 지켜야 할 약속 ♣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기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하기
▪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지 않기
▪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기

▣ 산가지 놀이하기 ▣
1. 자신의 차례가 되면 산가지 전부를 한 손에 움켜쥔 후 바닥 위에
세웠다가 손바닥을 펴서 가지가 흩어지게 한다.
2.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씩 가져온다.
3.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가져가지 않는다.
4. 나뭇가지가 모두 없어지면, 누가 많이 가져갔는지 개수를 세어보고
승자를 가린다.
5. 다양한 규칙을 만들며 놀이한다.
☀ 나뭇가지에 찔리지 않도록 살펴본 다음 놀이를 진행한다.

▣ 비석치기 ▣
1. 평평한 형태의 돌을 1 개씩 찾아서 가져온다.
2.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돌을 쓰러뜨린다.
☀ 돌을 운반할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반

차시

3~4/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집짓기 선수 거미

학년

반

이름 :

❋ 학교숲에서 만난 거미는 어떤 집을 짓고 있었는지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1. 거미의 집을 발견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발견한 거미의 집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3. 거미는 어떻게 집을 만드는지 이유를 적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3~4/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년

소중한 학교숲 놀이터를 지켜요

이름 :

❋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학교숲 놀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봅시다.

➋

➊

학교숲
놀이터
지키기

➌

➍

➏
➎

반

차시

5~6/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교숲과 함께 놀아요

학년
이름 :

❋교실 밖 학교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생태놀이를 함께 해 보아요

♣ 학교숲 체험할 때 지켜야 할 약속 ♣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기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하기
▪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지 않기
▪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기

▣ 누구와 누가 짝일까요? ▣
1. 상수리나무와 열매인 도토리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설명한다.
2. 밤나무와 밤송이(밤껍질)를 관찰하고 설명한다.
3. 플라타너스와 열매를 관찰하고 설명한다.
4. 소나무와 솔방울을 관찰하고 설명한다.
5. 단풍나무와 열매를 관찰하고 설명한다.

▣ 솔방울 모빌 만들기 ▣
1. 숲에서 다양한 크기의 솔방울을 채집한다.
2. 솔방울을 가지고 돌아와 크기와 생김새를 관찰한다.
3. 다양한 크기의 솔방울을 끈에 적당한 간격으로 글루건을 사용하여
붙인다.
4. 교실 벽면이나 창가, 또는 천장에 매달아 놓거나 걸어둔다.
☀ 글루건을 사용할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한다.

반

차시

5~6/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년

단짝 친구를 찾아요

반

이름 :

❋교실 밖 학교숲에서 찾은 나무(식물)과 열매(과일)을 찾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

⚫

⚫

⚫

⚫

⚫

⚫

⚫

⚫

⚫

⚫

⚫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차시

5~6/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서로에게 주는 선물

학년

반

이름 :

❋ 학교숲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 건강한 열매(과일)을 선물을 줍니다.
그런 학교숲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그 선물을 고른 이유도 적어 보세요.

주고 싶은 선물

선물을 고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교숲이 고맙다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을까요?
그 선물을 고른 이유도 적어 보세요.

받고 싶은 선물

선물을 고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시

5~6/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가을 열매의 초상화
❋ 학교숲에 찾아 온 가을 열매를 꼼꼼하게 관찰해서 특징을 적어 보세요.
이 름

학년
이름 :

반

차시

5~6/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가을로 그리는 가을 풍경
❋ 학교숲에 있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을 풍경을 꾸며 보세요.
제 목

학년
이름 :

반

차시

7~8/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교숲과 함께 놀아요

학년
이름 :

❋교실 밖 학교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생태놀이를 함께 해 보아요

♣ 학교숲 체험할 때 지켜야 할 약속 ♣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기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하기
▪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지 않기
▪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기

▣ 나뭇잎 무지개 ▣
1. 무지개 그림이나 이야기를 통해 무지개의 색깔원리를 이해한다.
2. 넓은 숲이나 공원에서 다양한 색깔의 나뭇잎을 수집한다.
3. 비슷한 색의 나뭇잎끼리 모은다.
4. 무지개 그림을 보여주고 무지개의 색깔 순서와 비슷하게 나뭇잎을
배열한다.
5.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 낙엽은 마법사 ▣
1. 계절의 변화와 함께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지퍼백에 다양한 크기, 모양, 색깔이 다른 나뭇잎을 모은다.
3. 모아 온 여러 가지 나뭇잎을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4. 나뭇잎을 이용해 무슨 놀이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5. 나뭇잎을 흰 종이에 펼쳐서 다양한 모양을 꾸며보아요.
6. 자기가 만든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반

차시

7~8/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단풍 속에 숨어있는 과학

학년
이름 :

❋교실 밖 학교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생태놀이를 함께 해 보아요

♣ 학교숲 체험할 때 지켜야 할 약속 ♣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기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하기
▪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지 않기
▪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기

▣ 나뭇잎 무지개 ▣
1. 무지개 그림이나 이야기를 통해 무지개의 색깔원리를 이해한다.
2. 넓은 숲이나 공원에서 다양한 색깔의 나뭇잎을 수집한다.
3. 비슷한 색의 나뭇잎끼리 모은다.
4. 무지개 그림을 보여주고 무지개의 색깔 순서와 비슷하게 나뭇잎을
배열한다.
5.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 낙엽은 마법사 ▣
1. 계절의 변화와 함께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지퍼백에 다양한 크기, 모양, 색깔이 다른 나뭇잎을 모은다.
3. 모아 온 여러 가지 나뭇잎을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4. 나뭇잎을 이용해 무슨 놀이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5. 나뭇잎을 흰 종이에 펼쳐서 다양한 모양을 꾸며보아요.
6. 자기가 만든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반

차시

7~8/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무지개 나뭇잎

학년

반

이름 :

❋ 학교숲에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선물하는 무지개 나뭇잎이 있는 신비의 나무가 있습
니다. 무지개 나뭇잎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차시

7~8/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년

단풍 속에 숨겨진 과학

반

이름 :

❋ 학교숲이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알록달록 울긋불긋 예쁜 옷을 입은 학교숲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함께 해결해 봅시다.
단풍은 가을에 나뭇잎이 붉은 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름철 초록색이었던 잎이 왜 적색, 황색, 갈색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21 단풍 예측지도입니다.
1. 설악산의 단풍 절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한라산의 단풍 절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왜 북쪽 지방에 단풍 절정 시기가 빠를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진 출처 : 산림청

차시

9~10/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년

우리의 기억

이름 :

❋ 2021 학교숲 체험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을 적어 봅시다.

➋

➊

➍

학교숲
우리의 기억

➌

➏
➎

반

차시

9~10/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교숲에게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학년
이름 :

❋ 학교숲을 통해 건강한 배움과 행복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수고한 학교숲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하려고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학교숲, 사랑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반

5. 교사자료
차시

1~2/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풀피리

학년

반

이름 :

풀피리는 말 그대로 풀로 피리를 연주
하는 것을 말한다. 나뭇잎이나 풀잎을 접어
입술에 대고 휘파람을 불듯이 소리를 내어
연주하는데 한자로 초적草笛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 복숭아나 유자나무 잎을 많이 사용
한다고 한다.
풀피리는 말 그대로 풀로 피리를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나뭇잎이나 풀잎을 접어 입술에
대고 휘파람을 불듯이 소리를 내어 연주하는데 한자로 초적草笛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복숭
아

나 유자 나무 잎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풀피리에 대한 기록은 『수서』 「동이전東夷傳」에 등장하는 갈대피리 혹은 갈잎피리의 기록이
가장 오래 되었고, 고려시대 이규보의 ‘문가성’이라는 시의 ‘누가 숲속에서 푸른 잎 하나를 따
다가, 입에 물고 불어서 맑은 소릴 내는고’라는 구절에도 초적 연주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1493년 조선 성종 때 성현 등이 편찬한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향악기의 하나로 풀피리의
종류, 재료와 연주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궁중에 초적을
연주하는 악사를 두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보인다. 또 여러 문인들의 문집에 초적이 등장
하여 위로부터 임금에서부터 아래에는 평민들에까지 초적을 즐겨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유성기 음반에 초적 명인인 강춘섭이 산조와 같은 음악으로 ‘휘모리’,
‘굿거리’ 등의 음악을 취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풀피리는 긴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즐겨
왔던 악기의 하나이며, 민간뿐 아니라 공식적인 악기로서도 인정받아 온 것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에는 ‘선생의 가르침이 필요치 않고, 먼저 악절만 다 알면다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소리를 내고 연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
기이며, 음악을 알 수 있으면 그 음악을 초적으로 모두 연주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실
제로 풀피리는 누구나 쉽게 배워 연주할 수 있으며, 어떤 음악이던지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
다. 오늘날 초적으로는 민요, 청성곡,산조 등의 전통 악곡을 비롯하여 다양한 창작곡 등을 연
주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풀피리 보유자로 오세철이 지정되어 활발한 공연을 펼치며 전통을 잇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차시

3~4/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친절한 거미

학년

반

이름 :

거미(영어: spider)는 거미강 거미목의 절지동물이다. 여덟 개의 다리와 독을 주사할 수 있
는 송곳니가 달린 집게발이 있으며 공기 호흡을 한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이하 두흉부)지만
거미는 머리와 배 부분으로 나뉜다. 또한 날개가 없어 날 수 없다는 것이 그 동안의 상식이
었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거미가 거미줄을 이용해 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 대부분
의 거미는 점액을 만드는 특수한 기관을 이용하여 거미줄을 만드는 정주성(定住性) 거미이다.
하지만 물거미, 게거미, 깡충거미, 농발거미처럼 거미줄을 만들지 않는 배회성(徘徊性) 거미도
있다.
먹이는 주로 곤충으로 곤충의 몸에 독소을 주입한 뒤, 그 체액을 빨아먹는다. 거미는 매미
충, 파리, 모기, 나방, 개미, 최대로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들을 먹기도 해서 농업해충을 잡아
먹는 ‘살아있는 농약’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천적으로는 새, 사마귀, 대모벌 등이 있다.
크기는 몸길이 1mm 정도의 미세한 것에서 약 30cm에 이르는 것까지 있으나 5~30mm가
보통이다. 걷는 다리가 네 쌍이고, 더듬이 대신 촉지(더듬이다리)가 있으며, 홑눈은 있으나 겹
눈이 없다. 머리, 가슴이 융합되어 한몸으로 되어 있고 배와는 잘룩하게 뚜렷이 경계가 되어
있다. 날개가 없으며, 2~3쌍의 실젖이 있다.
몸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머리가슴부의 등면은 좀 딱딱한 판으로 덮였는데 이것을 배갑(背
甲)이라 한다. 다리가 여덟개이며,홑눈은 보통 여덟 개이며, 입은 위턱·아래턱·윗입술·아랫입술
의 4부로 되었으며 위턱은 이빨의 구실을 한다. 거미는 먹이를 씹을 수 없고 먹이를 협각(위
턱)이라 부르는 구기로 찌른 다음 독액의 작용으로 용해시켜 빨아먹는다.
거미의 특유한 호흡기로 서폐(書肺,책허파,Book Lung)가 있다. 거미는 서폐만이 아니고 절지
동물과 같이 기관(氣管)으로도 호흡을 한다. 배의 뒤끝에 실을 뽑는 방적돌기가 있다. 암수구
별방법은 일반적으로 촉지로 구별이 가능한데, 촉지 끝 한마다기 동그란 경우(권투장갑낀것처
럼) 수컷이고 뾰족하면 암컷이다. 그 이유는 암컷의 경우 보통의 동물들처럼 배에 생식기가
있지만, 수컷의 경우 더듬이다리에 생식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외모로만 볼
경우 머리가슴 가준으로 배가 크면 암컷, 배가 작으면 수컷이긴 하나 이 경우는 종에 따라
다르다.
출처 : 나무위키

차시

3~4/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거미줄의 과학

학년

반

이름 :

거미줄(Web)은 문자 그대로 거미가 만드는 줄을 말한다. 거미는 거미줄로 거미집을 짓는
다. 사실 실크(silk)란 흔히 아는 누에가 만든 실(비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섬유
전반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미줄 역시 실크에 포함된다.
만화 등에서는 입으로 거미줄을 내뿜는 연출이 많으나, 거미줄은 항문 근처에 있는 한 쌍의
방적 돌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입으로 거미줄을 내뿜는 종은 없다. 그리고 손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배꼽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세로줄은 점성이 없지만 가로줄은 점성이 있어서 지나가던 벌레가 붙는다. 거미줄 주인은
세로줄만 걸어다닌다는 주장이 1990년대에 나왔는데,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자세히 관찰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거미들은 거미줄을 칠 때 1000번도 넘게 끈끈한 줄을 밟는다. 하지만
거미는 자신이 만든 거미줄의 끈끈한 줄에 들러붙지 않는데, 그건 거미의 다리에 나있는 뻣
뻣한 털들이 끈끈한 점액이 다리에 붙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거기다 거미
다리에 나있는 털들은 작은 나뭇가지 같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지들이 점액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 외에도 거미의 몸에는 끈끈이가 붙지 않도록 하는 화학물질이
있다고 한다. 또한 그 자신이 거미줄을 거주지이자 사냥 도구로 쓰기 때문에 자신이 친 게
아닌 다른 종이 친 거미줄에 닿으면 그대로 움직임을 멈춘다. 거미줄에 진동을 일으키면 어
찌될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외에도 일부 거미 새끼들은 한동안 어미와 같이 살
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 꽁무니에서 실을 약간 뽑아내 그것을 통해 바람을
타고 날아가 멀리까지 퍼져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거미줄을 치는 데는 거미 입장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
용한 거미줄은 먹어버린 뒤에 다시 친다고 한다.
건물에 거미줄이 잔뜩 걸려 있으면 상당히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란 인상을 가지게 된다. 다
만 선입견과는 달리,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아서 사람이 청소하지
않으면 며칠도 가지 않아 거미줄이 잔뜩 걸릴 수 있다. 보통 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자
고 일어나면 완성될 정도로 빠르다(8~10시간 정도). 거미줄이 쳐져있다는것은 '거미의 세력권
이다' = '거미의 세력권이 될 정도로 관리(청소)가 안 되었다'는 소리가 되기에 자연스럽게 그
런 인상을 가지게 된 듯. 이런 점 때문에 거미줄은 여름철 건물 미화 관련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적이다. 그 건물이 정말 낡은 건물인지를 구분하려면 삭아서 시들거리는 거
미줄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된다. 여담으로 눈에 잘 보이는 거미줄은 먼지나 이물질로 인
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즉 만든 지 오래된 경우가 많다.
출처 : 나무위키

차시

3~4/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산가지 놀이

학년

반

이름 :

산가지(셈을 할 때 쓰던 짧은 댓개비)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이를 푸는 민속놀이로 산가
지는 예전에 셈을 할 때 쓰던 젓가락 모양의 짧은 댓개비로 지방에 따라 ‘산가비’·‘산대’·‘수가
비’·‘수대’로도 불린다. 요즈음은 산가지 대신 성냥개비를 가지고 이 놀이를 하므로 ‘성냥개비
놀이’라고도 한다.이 놀이는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긴다.
놀이방법에는 산가지 떼어내기, 산가지 따기, 형태 바꾸기, 산가지 들기, 삼각형 없애기, 쌍
만들기 따위가 있다.
① 산가지 떼어내기 : 이 놀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놀이이다. 놀이순서는 먼저 산
가지를 왼손에 한줌 쥐고 바닥에 세운 뒤 오른손으로 산가지 한 개를 집는다. 오른손에 쥔
산가지 끝으로 왼손의 산가지 가운데 하나를 눌러 세우고 동시에 왼손을 놓아 나머지 산가지
들이 흩어지게 한다.그리고 오른손 산가지로 이들을 하나씩 떼어내는데, 이때 다른 산가지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왼손에 쥐었던 산가지들은 될수록 멀리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
게 해야 많은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놀이는 두 사람 또는 여럿이 편을 갈라 즐길 수 있다.
② 산가지 따기 : 이 놀이는 사진처럼 산가지를 늘어놓고 윷을 던져서 그 수에 따라 산가지
를 가져가는 놀이이다. 그러나 만약 윷가락에 해당되는 산가지가 없을 때는 가지고 있는 산
가지를 물어넣어야 하며, 산가지가 없으면 빚을 지게 된다. 이 놀이는 일정한 횟수를 마친 뒤
에 가지고 있는 산가지 숫자로 승패를 결정한다.

③ 형태 바꾸기 : 산가지로 어떤 형태를 만든 뒤 몇 개의 산가지를 움직여 방향이나 모양을
바꾸도록 하는 놀이이다.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시

3~4/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학년

비석치기

반

이름 :

비석치기는 손바닥만한 납작한 돌을 땅에 세워, 다른 돌을 던져 쓰러뜨리는 놀이로 돌을 이
용한 놀이 중 규칙과 기술이 다양한 놀이로 비석까기, 비사치기, 돌치기, 말맞추기, 오캐맞추
기, 목자치기 등 지역별로 명칭이 다양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비사치기'만 표준어로 인
정하고 있다.
놀이에 사용되는 비석은 막자, 목자, 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망까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석치기의 비석에는 두가지 설이 있는데 날 비(飛)에 돌 석(石), 즉 돌을 날려치는 놀이라는
뜻, 그리고 무덤이나 기념을 하기위한 비석, 돌기둥 비(碑)에 돌 석(石)을 친다는 비석을 친다
는 뜻이라는 설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저 돌을 날려서 친다는 개념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과거 권력층, 부유층이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다. 이 송덕비의 경우 원래는 조
정에서 심사해서 고장에 세우는게 일반적이나, 지역민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들여 억지로 송덕
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서민들은 지나가면서 이 비석에 발길질을 하거나
돌을 던지면서 울분을 풀면서 만들어진 놀이가 비석치기라는 설이다.
출처 : 나무위키

출처 : https://armygoo.tistory.com

차시

5~6/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참나무 6형제

학년

반

이름 :

❋ 참나무 6형제를 소개합니다.

사진 출처 : 박원의 전원 이야기

차시

5~6/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천연 가습지 솔방울

학년

반

이름 :

소나무 열매의 송이. 씨앗이 들어있는 자그
마한 비늘들이 둥글게 모인 형태이다. 소나
무가 아니더라도 침엽수의 열매들 중 비슷
하게 생긴 것들을 통틀어 솔방울이라고 부
르기도 하며, 잣을 비롯한 일부 종은 먹을
수도 있다. 솔방울은 습도에 따라 비늘을 펼
치거나 접는다. 습도가 낮을수록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높을수록 천산갑처럼
움츠러든다.

건조한 경우(습기 없음)

출처 : 나무위키

-------------------------------------- 습한 경우(습기 많음)

사진 출처 : https://www.mimint.co.kr/

차시

7~8/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울그락 불그락 단풍

학년

반

이름 :

단풍(丹楓)은 계절 변화로 인해 식물의 잎이 붉은빛이나 누런빛으로 변하는 현상, 또는 그렇
게 변한 잎을 뜻한다.
1. 원인
단풍은 잎 속의 엽록소가 분해되고, 새로 안토사이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식물의 종
류가 달라도 안토사이안은 크리산테민 1종뿐이다. 식물의 종류마다 단풍 빛깔이 다른 것은
이 홍색소와 공존하고 있는 엽록소나 노란색·갈색의 색소 성분이 양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토시아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나무들은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노란색과 주황색의
카로틴 및 크산토필 색소를 나타내게 되어 투명한 노랑의 잎으로 변한다. 또한, 붉은색의 안
토시아닌과 노란색의 카로틴이 혼합되면 화려한 주홍색이 되는데 이것은 단풍나무류에서 관
찰할 수 있다.
어떤 수종에 있어서는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가 동시에 파괴되고 새로운 카로티노이드가 합
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녹색의 색소가 없어지고 노랑의 색소가 나타나며, 또 적색의 색소가
형성되고 이것들이 서로 어울려 여러 가지 빛깔의 단풍을 만들게 된다. 참나무류와 너도밤나
무에 있어서는 탄닌 때문에 황갈색을 나타낸다.
2. 시기
단풍은 가을에 낙엽 직전에 일어나지만 초봄에 새로 싹트는 어린 잎에서도 볼 수 있다. 가
을의 대표적인 단풍 식물은 단풍나무과 단풍나무속에 속하는 식물들이나 진달래과·노박덩굴
과·옻나무과·포도과 등에도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것이 많다. 또 초봄에는 남천 등의 단풍도
아름답다. 노란 잎으로는 가을의 은행나무가 대표적인데, 느릅나무·포플러·고로쇠나무·피나무·
버즘나무 등도 들 수 있다. 초봄에 새로 싹트는 어린 잎은 거의 다 노란 잎이지만 금방 엽록
소가 생겨 신록으로 변하므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을수록 단풍이 먼저 물든다. 부산보다 서울에서 단풍이 빨리 들
고, 산 아래 도시보다 산 위에서 먼저 드는 이유도 이것이다. 때문에 설악산 단풍 산행은 도
시에 아직 단풍이 들기 전부터 시즌이 시작되며 위도가 남쪽이라도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제
주도나 일본도 일찍이 10월 혹은 그 전부터도 단풍이 흐드러진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남
반구 국가는 4월~5월에 단풍이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 크리스마스는 여름이기 때문이다.
일기예보에서 보통 첫단풍이 들었다고 표현할때는 산전체에서 20%가량이 물든 경우를 기준
으로 하며 절정은 80%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나무위키

차시

7~8/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산가지 놀이2021 단풍 절정 예측지도

학년

반

이름 :

사진 출처 : 산림청

차시

9~10/10

학교

2021 학교숲을 걸어요
겨울눈 도감

학년

반

이름 :

사진 출처 : 교보문고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2
/10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이름과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중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이름과
특징을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평가방법

관찰 및
산출물평가

평가도구

관찰평가지
산출물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이름을 알지
하 못하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3~4
/10

상

학교숲의 자연물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친구들과
즐겁게 생태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중

학교숲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즐겁게
생태놀이에 참여한다.

하

학교숲의 자연물 이용이 서투르며 친구들과의
생태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관찰평가

자기평가지
(학생용)

학교숲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상 나무와 열매를 바르게 연결하고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을풍경이 드러나게 표현한다.
5~6
/10

학교숲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중 나무와 열매를 연결하고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을풍경을 표현한다.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산출물

학교숲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하 나무와 열매를 연결하나 정확하지 않고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을풍경을 간단하게 표현한다.

7~8
/10

9~10
/10

상

단풍의 뜻을 이해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만의
단풍을 표현한다.

중

단풍의 뜻을 이해하고 가을색을 이용하여 나만의
단풍을 표현한다.

하

단풍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단풍과
비슷한 나만의 단풍을 표현한다.

상

‘학교숲 걸어요’ 프로젝트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기억’ 포트폴리오를 충실하게 만든다.

중

‘학교숲 걸어요’ 프로젝트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기억’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하

‘학교숲 걸어요’ 프로젝트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기억’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만든다.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 및
산출물평가

자기평가지
산출물

자기평가지
산출물

가. 관찰평가지(1~2차시)

번호

이름

지식

태도

여름 동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학교숲 탐방과 생태놀이에

배움과

설명하거나 그린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성장의 기록

상

중

하

상

중

하

※ 평가 노하우: 동식물의 사진을 찍어 교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동식물의 특징을 글이나 그림으로 그릴 때 추후 첨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다.

나. 자기평가지(3~4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학교숲 탐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자기평가

자연물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주제를 표현하였나요?
친구들과 협력하며 즐겁게 생태놀이에 참여하였나요

다. 관찰평가지(5~6차시)

번호

이름

지식

태도

가을 나무와 열매를 바르게

학교숲 탐방과 생태놀이에

배움과

연결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성장의 기록

상

번호

이름

중

하

상

중

하

지식

태도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을 풍경에 흥미를 갖고

배움과

가을풍경을 표현한다.

즐겁게 활동에 참여한다.

성장의 기록

상

중

하

상

중

하

※ 평가 노하우: 가을나무와 열매의 사진을 그림카드로 만들어 학생들이 놀이활동을 통해 지속
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며 가을 풍경 작품을 게시하여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가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자기평가지(7~8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상

평가
중

하

단풍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나요?
자기평가

단풍의 원인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만의 단풍을 표현하였나요?

마. 관찰평가지(9~10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학교숲을 걸어요’ 프로젝트에서 한 활동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기평가

기억에 남는 활동이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나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였나요?

※ 평가 노하우: ‘학교숲을 걸어요’ 활동 사진을 교실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갖도록 하며 개인 또는 단체사진 등을 인쇄하여 학생 개인의 포토앨범을 만들어 소장할 수
있도록 한다.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통합) 여름 동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설명하거나 그린다.
가을 나무와 열매를 관찰하고 바르게 연결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을풍경을 표현한다.
‘학교숲을 걸어요’ 프로젝트의 활동내용이 드러나게 기억일지를 만든다.
(국어) 숲해설가의 설명에 집중하며 들을 수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규칙을 지키면서 학교숲 탐방활동과 생태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을풍경을 표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