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존의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습자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 및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자신의 필요와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학습자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과학기술 교육은 대체로 기존의 정립된 지식을 교과서의 위계적 개념
순서에 따라 가르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융합인재교육(STEAM)은 주변의 문제로부터 시작하
고 많은 학문 체계를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계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소양으로 창의성과 인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
한 사회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성’과 ‘인성이 뒷받침
된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융합인재교육 즉, STEAM(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예술 Arts, 수학 Mathematics)교육은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성공의 경험’ 등의 요소를
통해 융합 시대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으며, 인성 교육과의 유기적 결합으로 상호 상승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은 여러 주제 중에서도 과학기술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서 소외된 90%의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이 적정기술이며, 과학적 소양을 가진 미래
시민으로서 적정기술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적정기술 개발 경험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으며 인간성과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어 감성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적정기술 STEAM 프로그램 개발팀’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적정기술의 의미와 융합적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학교현장에서의 활용이 용이하면서도 기존의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 대체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적정 기술 분야 및 각 학문 분야의 전문가, 교육 컨텐츠 개발 전문가, 헌신적인 현장교사들이 서
로 힘을 모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적정기술과 학생의 일상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결
한 상태에서 문제중심학습(PBL)과 창의적문제해결이론(TRIZ) 등의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의 참여도를
극대화하며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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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1>은 각 학년별 교재의 주제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목록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
년은 두 가지 주제 총 6차시로 구성되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4가지 주제 총 10차시로 이
루어졌습니다.
<표1>주제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목록
대상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차시

주제

3

연필 없이 공부하기

3

공 없이 축구하기

3

꼬마 에디슨의 빛 만들기 체험

3

신선하게 & 안전하게

2

물은 인권이며, 생명이다

3

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3

극복하자! 날씨!

2

실패일까? 성공일까?

3

인공적인 빛 없이 생활하기

2

깨끗한 물 없이 생활하기

3

에너지 없이 생활하기

2

건강하게 생활하기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연필이나 축구공 등 자신에게 가장 친숙한 필수품을 제한함으로써 현실적
‘결핍’을 느끼고 이와 관련된 다른 나라 또래 친구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물질의 여러 특성을 배움과 동시에 창의적인 노력
으로 자신이 직접 대체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더 넓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었습니다. ‘적정기술’에 대한 본래적 의미를 전달
하며 적정기술이 나와 먼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기술임과 동시에 여러 사람과 다양
한 지식과 노력이 결합되어야 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적정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이웃,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 등의 지역의 현실 문제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
는 의지와 방편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과 기술’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과학
기술의 최종목표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행복과 발전이며, 이런 가치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기술 - 적정기술

1. 주제 개요
본 프로그램에서는 ‘적정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
니라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적정기술이 나와 먼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기술임을
인식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제3세계 또
는 개발도상국 등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따뜻한 인성을 지닌 미래 창
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해결과정에
서 생체 모방 기술을 경험함으로써 공학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물은 인권이며, 생명이다!’에서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생체 모방 기술을 활
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공학적 사고방식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
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공계 진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위 생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과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 주제는 2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양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의 실정에 따라 3차시로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중학교 과학 교과 중 지구계 및 지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불평등한 여름과 겨울!’에서는 열과 상태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 중학교 과학 교과 중 열
과 우리생활 및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과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스마트 수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과제와 학습지를 활
용한 수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과 내용을 통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공학이 우리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 ‘극복하자! 날씨!’에서는 최근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재해(태풍, 폭우, 산사태)
로부터 많은 생명을 잃고 있음을 인지하게 합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작은 아이디어가 필
요한 시점입니다. ‘산에서 폭우로 인한 고립’, ‘홍수로 인한 전기․수도 공급 중지’,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
중단’ 이라는 상황에서 당면한 불편함과 결핍을 공감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중학생이라는 수준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품을 직접 만드는 것을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품이
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그것을 회사 입장에서 상품화 하게 합니다. 그것을 판매하기 위하여 1
면 광고와 2분 홍보를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고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재능이 필요하게 되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제작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경험하게 되
는 학생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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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주제인 ‘성공일까! 실패일까!’는 적정기술이 갖추어야할 여러 가지 요소를 실제 개발품의 성패 여
부를 토의하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됩니다. 모둠내의 토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 토의를 진
행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나는 적정
기술로 논다’라는 주제로 조승연 학생의 강의를 통해 같은 중학생으로 갖는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
등 진로를 고민하는 기회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선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
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작고 미미하지만 그들을 위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본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
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그것이 곧 더 넒은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2. 학습 목표
내용목표
▸ 물이 소중한 자원임을 설명할 수 있다.
▸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열의 이동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과정목표
▸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하여 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할 수 있다.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결과물 작성을 위해 모둠 내에서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한다.
▸ 상황과 분야에 따라 필요한 적정기술의 아이디어를 제안해봄으로써 융합적(STEAM) 사고력과 실
천적 태도를 함양한다.

내용목표
▸ 날씨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과학과 기술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적정기술의 필요성을 말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과학이 사회와 문화예술, 환경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
▸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사회의 과제를 탐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과정목표
▸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날씨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를 디자인 한다.
▸ 수요 법칙과 공급법칙을 바탕으로 시장 균형 가격의 결정 원리를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수
요, 공급의 변화가 시장 가격 및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생활 속의 제품의 문제를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과학과 기술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함으로써 적정기술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 상황과 분야에 따라 필요한 적정기술의 아이디어를 제안해봄으로써, 융합(STEAM)적 사고력
과 실천적 태도를 함양한다.
▸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예: 지구 온난화 등)의 원인을 설명하고, 지속가능성의 측
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국제적․국가적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주생활 양식을 알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6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기술 - 적정기술

3.

과목 요소
: 과학, 사회
▸ 제주도의 기후에 대해 알아본다.
▸ 강수량이 많은 제주도가 물 부족인 이유를 지형과 관련지어 알아본다.
▸ 날씨를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는가?
: 과학, 공학기술(기술공학), 미술
▸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하여 물을 모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한다.
▸ 온돌을 응용한 G-SAVER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추위와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 생물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위와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 일기예보가 틀렸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인식
▸ 상황과 분야에 맞는 적정기술의 아이디어를 제안
: 음악, 미술
▸ 가뭄 극복 송 만들어 보기
▸ 1면 광고 만들기
▸ 2분 홍보하기

4.

단계 요소

★상황제시
▪ 주제 1. 물은 인권이며, 생명이다!
<앵커>
현재 남부지방은 폭염과 가뭄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식수원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감귤도 말라 죽기 시작했다고 합니
다.
JIBS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제주 섬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식수공급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중산간 11개 마을에는 이미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KTV ‘남부지방 가뭄…'제주가 타들어간다' )
이 뉴스처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섬 지방이나 고산지대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우 건조한 나미브 사막에서 살고 있는 곤충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교사용 7

▪ 주제 2. 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여름과 겨울이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 어떻
게 하면 그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동물들은 어떻
게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고 있을까? 혹시 그분들을 도와주
고 계신 분들은 있나요? 같이 탐구해 볼까요?

▪ 주제 3 :

극복하자! 날씨!

우리는 겨우 아침에 비를 피하기 위해 일기예보를 듣는다. 비오는 소식에 체육을 못해 아
쉽고 체험학습을 못가 아쉽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창원에서 많은 강물에 버스가 떠내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무엇이 문제일
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다. 무엇일
까?
1차시에서는 날씨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엇이
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주제 4 :

성공일까! 실패일까!

현재 ‘나눔’이라는 모토로 많은 적정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들이 모두 성
공적인 것은 아니다. 적정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차시에서는 이미 개발된 적정기술(상품)을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게 한다. 토론 수업을 통해
반론과 반론의 의견을 제시하며 자연스럽게 적정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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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 주제 1 : 물은 인권이며, 생명이다!
첫 번째 주제의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공학적 탐구로서 나미브사막의 스테노카라의 등
껍질을 모방한 껍질을 제작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섬지방이나 고산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치
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때 제작된 장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고 설계, 모색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 1차시에서는 나미브사막의 스테노카라의 등껍질의 구조를 알아보고, 모형 등껍질을 제작하여 성능
을 시험해 봅니다.
▸ 2차시에서는 1차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섬 지방이나 고산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합
니다.
▪ 주제 2 : 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두 번째 주제의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동물과 사람들이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보
고, 이를 바탕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이때 고안한 방법을 평가하고
설계, 모색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 3차시에서는 동물들이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탐구합니다.
▸ 4차시에서는 사람들이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탐구합니다.
▸ 5차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 주제 3 : 극복하자! 날씨!
위험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3가지 상황 중 한 가지를 선택하
여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 기술, 제품을 고민하고 디자인하게 됩니다. 원천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도 가능하고 이미 벌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것
을 상품화를 출시되어야 하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디자인․설계하여야 합니다.
▸ 2차시에서는 우리나라의 날씨로 인한 자연재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됨으
로써 타인을 위해 배려가 적정기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제 4 : 성공일까! 실패일까!
같을 또래의 적정기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적정기술의 수준을 조율하게 된
다. 또한 강사의 중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꿈을 향한 도전과 비전을 공유하여 진로에 대해 고민하
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내 주변에 어려움에 힘들어 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
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2차시에서는 적정기술이라는 의미가 나의 주변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내 주변을 돌아
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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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 체험
▸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매시간 탐구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하고 창의적 설계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들
을 서로 감상한 후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합니다. 동료 평가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기도 합니다.
▸ 첫 번째 주제에서는 가뭄 극복 송을 제작해 봄으로써 가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주제에서는 추위와 더위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싶은
생각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를 가지도록 합니다.
▸ 세 번째 주제에서는 제작한 방법․기술․아이디어를 1면광고와 2분 홍보를 하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
한, 스스로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에서 모둠의 상품을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신들이 개발한 상품의 기능을 부각시키면서 구매자를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게 될 것
이며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을 경험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3차시에는 모둠에서 디자인․제작된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디자인, 판매,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이 요구되어 융합적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네 번째 주제에서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
요한 무엇인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실천하는 태도와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적인
태도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3차시에는 타인은 배려하는 태도, 그것을 직접 실천해보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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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과목

과학, 사회, 미술, 환경
과학 : 1학년 7-1. 중요한 물
1주제
미술 : 1~3학년군 표현(4. 무엇을 표현할까
(1~2)
사회 : 1학년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총차시

10

5. 어떻게 표현할까)

과학 : 1학년 5. 열과 우리생활, 1학년 6. 분자 운동과 상태변화
2주제
미술 : 1~3학년군 표현(4. 무엇을 표현할까 5. 어떻게 표현할까)
(3~5)
사회 :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단원
과학 : 2학년 10. 기권과 우리생활
3주제 사회 : 1학년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기술․가정 : 1학년 기술과 발명
과학 : 3학년 22. 과학과 인류 문명
4주제 사회 : 3학년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기술․가정 : 2학년 녹생 가정생활의 실천
∘ 과9071-2. 물이 소중한 자원임을 설명할 수 있다.
∘ 과9071-3(태도). 물을 아껴 쓰고 물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1주제

설명하고 실천할 수 있다.
∘ 사91023 인간 거주에 적합한 지역이 거주하기 불리한 지역으로 변화
되거나, 거주하기 불리한지역이 거주에 적합한 지역으로 변화된 사
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과9053. 열의 이동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음을 알고 각각의 특
징을 안다.
∘ 과9066. 상태 변화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상태 변화

2주제
교육과정
목표

와 열에너지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 사91023 인간 거주에 적합한 지역이 거주하기 불리한 지역으로 변화되
거나, 거주하기 불리한지역이 거주에 적합한 지역으로 변화된 사례를 살
펴보고,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과9107-3. 기상 현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할

3주제

수 있다.
∘ 사91053.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과9224 과학이 사회와 문화예술, 환경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4주제

안다.
∘ 사92143.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사회의 과제를 탐구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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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이 소중한 자원임을 설명할 수 있다.
1주제

2.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하여 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
할 수 있다.
1. 주위사람의 어려움을 느끼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
2. 동물들이 추위와 더위를 이겨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위와

2주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3. 주변에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1.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날씨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식
한다.
2.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를 디자
인 한다.

학습목표

3주제 3. 사92073. 수요 법칙과 공급법칙을 바탕으로 시장 균형 가격의 결정 원
리를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수요, 공급의 변화가 시장 가격 및 거
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4. 기9212-3. 생활 속의 제품의 문제를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과학과 기술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함으로써 적정기술의 필
요성을 알 수 있다.
2. 상황과 분야에 따라 필요한 적정기술의 아이디어를 제안해봄으로
써, 융합(STEAM)적 사고력과 실천적 태도를 함양한다.
4주제

3.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예: 지구 온난화 등)의 원인
을 설명하고,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국제적․
국가적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4.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주생활 양식을 알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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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주제 1. 물은 인권이며, 생명이다!

흐름
<상황 제시>
섬 지방에서의
물부족
(10분)
(1/2차시)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영상자료 시청(2분 20초)

KTV

‘남부지방

가뭄…'제주가 타들어간다

- KTV ‘남부지방 가뭄…'제주가 타들어간다' 영상자료 '
를 시청하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69808
TIP 제주도의

물

부족

이유를

기후

및

지형과

연관 지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나미브사막의 스테노카라에 대해 공부하기
- 생체모방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http://www.youtube.com/watch?v=XA6c-F3PPec

‣생체모방기술
- 동영상

- 스테노카라의 등껍질 구조를 알아본다.
- 친수성과 친유성(발수성)의 성질에 대해 알아본다.
▪준비물을 이용하여 스테노카라의 등껍질 만들어 보기
-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물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알아
※ 등껍질을 제작할 때 다
<창의적 설계>
본다. (두 가지 재료를 선택하여 비교한다.)
양한 배치와 모양을 동시에
나미브사막에서
제작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살아 남은 자!
TIP 나미브 사막의 조건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
배치와 모양에 대해 탐구하
(35분)
다.
도록 한다.
(1/2차시)
구슬은 되도록 작은 것을 사용한다.
안개의 상태(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는 1학년에서
학습하였다.
▪차시 예고(조별 과제 부여)
- 각 조별 선택 재료와 제작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가뭄 극복 송 예시
- 가뭄 극복송 만들어 보기 (예시송(37초)을 들어 본다.)
http://blog.naver.com/ruddmsdltka?Redirect=Log
&logNo=40064389031&jumpingVid=992A43E5
6A28EA0D1310264FEEF201E046B6
- 섬 지방이나 고산지대에서 물을 모을 수 있는 아이디어 고안
해 오기
TIP MIT/기존 WatAir 작품을 간단히 소개하여 과제에 도
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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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연구
MIT 연구 내용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
ble=B02&wr_id=31438

‣WatAir
WatAir
http://blog.naver.com/expro?Redirect=Log&logNo=1
30173374794

▪조별 스테노카라의 등껍질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자료를 완
성한다.
- 각 조별 선택 재료와 제작과정 및 결과를 발표한다.
(설명이 있으면 더욱 좋다!)
<창의적 설계>
또 다른
WatAir
고안하기
(15분)
(2/2차시)

▪섬 지방이나 고산지대에서 물을 모을 수 있는 아이디어 표
※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
현하기
있기에 결과에 대한 걱정보
- 모둠별로 그림과 설명으로 나타낸다.
다 자유로운 의견 제시에
- 생체모방기술을 바탕으로 표현하면 ‘금상첨화’다.
목표를 가지도록 안내한다.
TIP 이 부분은 과제를 통해 학습하게 되는데 학교의
실정(또는 교사의 생각)에 따라 생체 모방 기술의
사례 발표 등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
뭄 극복의 방법도 사막의 생물과 연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뭄 극복 송 발표하기
- 조별로 발표 전에 준비해 온 극복 송을 발표한다.

▪조별 결과 발표하기
- 조별 스테노카라의 등껍질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자료를 발
표한다.
<감성적 체험> - 섬 지방이나 고산지대에서 물을 모을 수 있는 아이디어 표현
작품 발표하기
하기
(30분)
(2/2차시)
▪완성품에 대한 평가 및 가치 부여하기
▪생체모방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한 ※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
모방기술이 활용되고 있
다.
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TIP 자유롭지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
록 한다. 평가의 경우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것에 포인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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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시

주제 2. 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지식채널e] 불평등한

▪영상자료 시청(6분)
<상황 제시>
빈곤층의 여른
과 겨울
(10분)
(1/3차시)

-

A

:

불평등한

여름([지식채널e]

여름 (2013-07-31)
불평등한

여름

(2013-07-31))
http://www.ebs.co.kr/replay/show?courseId=BP0P
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
000009&lectId=10138415
- B : 한파 속 빈곤층

‣ 뉴스 영상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
02/03/2012020302406.html
TIP A와 B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시청하거나 모
두 시청할 수 있다.

▪과학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더위와 추위를 이겨
내는 동물을 알아보자. (5분)
- 흰개미집의 냉방원리
각 조별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흰개미가 더위
를 이겨낸 원리를 찾아 발표하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http://blog.naver.com/kilukas0000?Redirect=Log&l
동물들의 여름 ogNo=60194651746
과 겨울
(35분)

TIP 조별 발표에 따른 스티커를 이용하면 발표에 대 ※ 태블릿 PC를 이용하
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
한 적극성을 높일 수 있다.

(1/3차시)

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과학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더위와 추위를 이겨 다.
내는 동물을 각 조별로 알아보자. (20분)
- 조별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본다.
- 야크, 북극곰, 펭귄 등
- 땀샘 없는 코알라, 아프리카 코끼리, 사막여우, 낙
타, 타조 등
TIP 동물들이 사용한 과학적 원리를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조 별 동물은 게임(일어나면서
동물이름 외치기-눈치 게임)을 이용하면 재미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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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인팟 쿨러의 원리를 알아본다.
http://blog.naver.com/ufoworld99?Redirect=Log&logNo
=220149879320

<창의적 설계>
단열과
상태변화
이용하기
(15분)
(2/3차시)

▪조별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원리를 발표한다..
- 얼음조각의 융해를 막는다.
또는
- 음료수를 시원하게 만든다.
‣ 팟인팟 쿨러
<실험> 비닐종이, 호일, 종이, 천 등의 재료 중에서 조별로
선택한 재료를 이용하여 얼음의 융해를 막는 실험이다. 되도
록 학교에 있는 항온기를 이용하면 효과를 빠르게 할 수 있
다.
중요한 것은 가장 보냉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조별로 사용한 ※ 실험에 어려움을 겪는
조는 도와주도록 한다.
보냉의 원리를 발표(3차시)하는 것이다.
<실험> 얼음, 소금, 물,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음료수를 시원
하게 만드는 것으로 팟인팟 쿨러 또는 생체모방기술을 이용
해 보도록 한다.
TIP 시간에 따라 팟인팟 쿨러 또는 실험 중 알맞은 것
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각 조별로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다음 체험을 하도록
한다.
‣ G-SAVER
▪온돌을 활용한 G-SAVER를 탐구한다.
- 영상자료 2 : G-SAVER
http://www.youtube.com/watch?v=Pizixz3Lt20
▪ 몽골을 살린 온돌
‣ 온돌
온돌 실험키트를 만들어 보면서 온돌의 우수성을 알아본
다.

TIP 실험키트는 굴뚝/지붕은 제작하지 않고 온돌의 모양
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또한
남은 키트는 우수 조에게 시상하는 것도 좋다.
키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동영상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
다.
<창의적 설계>
http://clipbank.ebs.co.kr/clip/detl/selectClipDetail?subTy
사람이 극복한
pe=50000002&subMenu=50000291&subList=500003
여름과 겨울
32&mainType=M&clipId=VOD_20120308_00175
(30분)
(2/3차시)
▪차시 예고(조별 과제 부여)
- 각 조별 선택 재료와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가장 보냉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조별로 사용
한 보냉의 원리를 발표하는 것이다.)
‣ 텐트
- 빈민층의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는 제품 고안하기
TIP 쪽방촌을 데운 텐트를 알아본다.
- 체험 : 미리 설치 된 실내 텐트를 체험하여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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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동영상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
다.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도 의
미가 있다.
http://tvcast.naver.com/v/106947
TIP 추가 가능자료 :
한옥의 마루 사람이 극복한 http://clipbank.ebs.co.kr/clip/detl/selectClipDetail?subTy
여름과 겨울 pe=50002491&subMenu=50003400&subList=5000346
(30분)
4&mainType=M&clipId=VOD_20120326_00116
(2/3차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한옥 http://clipbank.ebs.co.kr/clip/detl/selectClipDetail?subTy
pe=50000002&subMenu=50000003&subList=5000000
4&mainType=M&clipId=VOD_20120108_00076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조별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 자료를 완성한다.
또 다른 실내 - 각 조별 선택 재료와 제작과정 및 결과를 발표한다.
※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
(중요한 것은 가장 보냉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조별로 사용 있기에 결과에 대한 걱정보
텐트
한 보냉의 원리를 발표하는 것이다. )
다 자유로운 의견 제시에
고안하기
목표를 가지도록 안내한다.
(15분)
▪어려운 분들의 여름과 겨울을 위한 아이디어 표현하기
(3/3차시)
- 모둠별로 그림과 설명으로 나타낸다.
- 생체모방기술을 바탕으로 표현하면 ‘금상첨화’다.
▪조별 결과 발표하기
- 정리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 섬 지방이나 고산지대에서 물을 모을 수 있는 아이디어 발표
하기
▪정해진 기준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가치를
부여한다.
<감성적 체험>
▪자신의 수업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빈민층의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는 ▪생체모방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한
제품 발표하기 다.
(30분)
TIP 자유롭지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
(3/3차시)
록 한다. 평가의 경우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것에 포인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TIP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발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 기준은 학교의 실정에 맞출 수 있
도록 한다.

※ 평가의 결과는 정의적
영역 평가 결과로 활용하
여 생활기록부의 교과 특
기란에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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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차시

주제 3. 극복하자! 날씨!

흐름

<상황 제시>
날씨예보는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5분)
(1/3차시)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날씨예보와 관련된 동
영상을

보고

날씨예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본다.

<동영상 시청 5분)

‣ 모둠안에서 개인의 역할

http://www.ebs.co.kr/tv/show?courseId=BP0PAPB0 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면
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d=3011881
- 계절마다 갑작스런 날씨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 날씨예보가 틀렸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진행남/정리녀/
발표자/준비녀 등
‣ 활동지 1

TIP 날씨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활이
날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한다.

<상황 제시>
▪최근에 일어난 자연재해 동영상을 보고 활동지를
최근에

작성한다.

발생하고 있는 http://www.youtube.com/watch?v=xbTtkGQrKm4
날씨로 인한 http://www.youtube.com/watch?v=L0ctCSZIHto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15분)
(1/3차시)

- 왜 이런 사고가 있어났을까?
- 어떤 시점이 문제였을까?
- 내가 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 모둠활동
- 모둠 칠판, 보드펜

※ 모둠의 의견이 정리되
어 발표가 진행되지만 다
른 의견을 자연스럽게 발
▪모둠별로 토의한 결과를 전체 토의를 통하여 공유하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공한다.
- 왜 이런 사고가 있어났을까?
- 어떤 시점이 문제였을까?
- 내가 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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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태풍예방 캠페인>을 시청하고 날씨가 우리생
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oc_sUqxh5Tw

※ 수업을 진행하는 시
기가 8월이므로 여름
날씨를 주제로 선정하

▪주어진 상황에 처한 친구의 위험함과 어려움을 인식
<창의적 설계> 한다.
위험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기
(10분)
(2/3차시)

상황1
상황2
상황3

였음. 계절에 맞게 주
제를 선택하여 수업을

산에 오른 친구가 폭우로 인해 산속에 고립되
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가 유실되고 전기공급
이 중단되었다.

진행하면 된다.
‣ 활동지 2

오랜 가뭄으로 인해 물공급이 중단되었다.

- 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일까?
-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TIP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작성하게 하여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창의적 설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책을 생각해 보게
방법을
고안․디자인하
기
(35분)
(2/3차시)

한다.
- 모둠내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에서 실현가능하고 상품화
가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 모둠에서 방법․아이디어를 선정하여 보완하게 한다.
-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 전략을 세워 디자인․
제작하게 한다.

<감성적 체험>
▪1면 광고 만들기
광고 만들기
- 모둠의 상품을 가장 잘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1면 광고제작
요?
2분 홍보제작 ▪1분 홍보 제작하기
(30분)
- 우리 모둠의 상품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아타낼 수 있는 방
(3/3차시)
법은 무엇일까?

기획  제작 - 홍보
-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마케팅 전략 세우기
소비대상/기능/방송
시간대 등
- 홍보 방법 세우기
노래/표어/율동 등
‣ 활동지 3

<감성적 체험> ▪모둠별로 2분 광고를 발표한다.
광고하기
(15분)
(3/3차시)

▪모둠별로 1면 광고를 전시하여 가장 좋은 아이템을

※활동지에 자신의 역할

선정해본다.

을 스스로 작성하게 한

▪좋은 아이템을 선정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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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차시

주제 4. 실패일까? 성공일까?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적정기술로 개발되었던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 실패
<상황 제시>
실패일까?
성공일까?
(25분)
(1/2차시)

와 성공을 예측해보고 적정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요
소를 예측해본다.
- 적정기술로 개발된 3가지 제품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고 ‣ 학급전체에서 토론 수업
으로 운영하여 자신의 생각
그 이유를 작성해 본다.
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기회
- 라이프 스트로우의 용도와 개발 목적을 생각해 본다.
와 논리적으로 반론할 수
▪실제 적정기술로 개발된 솔라램프와 라이프스트로우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를 탐색해보고 직접 경험하게 하여 적정기술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한다.

‣ 활동지 1

- 무엇일까?
- 어떤 기능이 있을까?
- 어떤 나라에 필요할까?
<창의적 설계>
‘나는
적정기술로
논다.’ 강연
듣고 느낀점을
정리하기
(20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지

▪‘나는 적정기술로 논다.’라는 현 고1학생의 강연을 듣 금 시점에서 계획하고 준비
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하
고 느낀점을 정리한다.
게 한다.
- 강연을 듣고 느낀점을 정리해 보자.
- 강사가 꿈을 향해 눈을 뜨고 노력하는 시점이 지금 우리
‣ 활동지 2
와 같은 시기라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1/2차시)

<감성적 체험> ▪나의 주변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하고 ※불편함을 해결하는 단계
에서는 모둠 내 토론을 통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본다.
내 주변을
해 실천 또는 해결이 가능
- 내 주변에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돌아보자.
- 그들의 불편함과 결핍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한 방법을 찾게 한다.
(25 )
있을까?
(2/2차시)
-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그것을 직접 해소 할 수 있 ‣ 활동지 2
는 제품을 스스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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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평가 기록지(모든 주제 공통)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총평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모든 주제 공통)
평가

평가

방법

영역
감성적
체험

자기
평가

평가기준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했나요?
◆ 아이디어에 융합적 사고가 나타났나요?

창의적
설계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 어려운 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했나요?
◆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나요?
◆ 우리 모둠은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나요?
◆ 아이디어가 새로웠나요?

상

평 가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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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기록지 (1,2 주제용 평가)
면접 기록지

면접대상

일시

(

)학년 (

2015년

월

)반

일

이름 :

:

~

:

성별 :
면접
교사

면접계획
(면접 목적

• 아이디어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면접 진행

• 창의적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계획 등)

면접 내용
(면접 과제
질문과 답변
학생 특성)

• 아이디어에서 융합적 접근이 이루어졌는가?
•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하였는가?
•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 아이디어 구체화 시 어려움을 효과적(협력적)으로 극복하였는가?

평
가
영
역
평가 결과
교
사
총
평

면접 후

•

학생의 변화

•

융합적 사고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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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관찰 평가 계획 (3 주제용 평가)
평가
영역

평가항목
집중과
끈기

감성적
체험

자신감과
적극성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창의적
설계

우수(A)
과제에 대한 집중력
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상품을 판매하기 위
한 1분 홍보에 자신
감 있는 모습과 적극
적인 태도로 임함
상품을 판매하기 위
한 1면 광고와 1분
홍보가 전략적인 방
법과 창의적인 생각
이 두드러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움

보통(B)

미흡(C)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으나 끈기가 부족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가 부족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1분 홍보에 어려워 하
지만 참여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1
분 홍보에 참여하지 않
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와 홍보가 전략적
인 방법과 창의적인
생각이 적절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와 홍보가 전략적인
방법과 창의적인 생각이
부족함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
해 의견을 제시하지만
계획수립이 어려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계획수립이 어려움

문제해결
과정

계획에 따라 모둠 내
아이디어 중 상품화
가 가능한 제품을 보
완해 나감

모둠 내 아이디어 중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을 선정하였지만 구체
적이지 못함

모둠 내 아이디어 중 상
품화가 가능한 제품이
없음

산출물
도출

제작한 상품에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됨

제작한 상품이 완성되
었지만 구체적이 못함

상품을 완성하지 못함

총평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3 주제용 평가)
평가
방법

자기
평가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평가기준

상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고안한 기술이 창의적이었는가
◆ 제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였는가
◆ 여러 가지 학습적인 요소를 생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
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어떤 모둠의 면 광고가 가장 인상적인가
◆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

?

창의적
설계

?

?

?

1

?

?

동료
평가

감성적
체험

◆ 어떤 모둠의 분 홍보가 가장 인상적인가
◆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2

?

?

평 가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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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내용

Ⅰ. 물은 인권이며, 생명이다!
Ⅱ. 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Ⅲ. 극복하자! 날씨!
Ⅳ. 실패일까? 성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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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권이며, 생활이
다!
• KTV ‘남부지방 가뭄…'제주가 타들어간다'
영상자료(2분 20초)

• 제주도- 위키백과

• 물의 분포

- 대기 중의 물 : 0.001%
- 강과 호수 : 0.008%
대기 중 물의 양은 전체 강과 호수의 약1/8에
해당하는 양으로 매우 많은 양이다.

[지도 방향]
∙연강수량이 많은 제주도가 물 부족이 된 까
닭을 지형과 발전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물을 구하는 방법은 학생의 시사상식 수중
에서 발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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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권이며, 생활이
다!

• 스테노카라 관련 자료

- 조선일보 자료(2006.06.02.)

- 사이언스 타임지(2011.05.02.)

• 생체모방기술
- 네이버 지식백과

- 동영상

- 공기 중 물 모으는 기계

[지도 방향]
∙조별 제작 시 여러 가지 경우를 동시에 만
들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배치와 모양에 대
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조별 제작 전 참고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
여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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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권이며, 생활이
다!

• 가뭄 극복 송 예시 (37초)

•창의적 설계를 위한

WatAir

예시

MIT 연구 내용

WatAir

[지도 방향]
∙가뭄 극복 송은 조별 설계 발표 전에 발표하도록 한다.
∙가뭄 극복송의 취지는 가뭄에 대해 주어지는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가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과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뭄 극복 송은 음악적 완성도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
한 것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며, 자신의 조에서 생각한 아이디어
를 담도록 하는 것도 좋다.
∙필요에 따라 생체 모방 기술의 적용에 대해 조별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러한 경우 가뭄 극복의 방법도 사막의
생물과 연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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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 영상자료 시청 (동영상, 4분48초)
불평등한 여름([지식채널e] 불평등한 여름
(2013-07-31))
http://www.ebs.co.kr/replay/show?cours
eId=BP0PAPB0000000009&stepI
d=01BP0PAPB0000000009&lectI
d=10138415

• 영상자료 시청 (동영상, 4분48초)

한파 속 빈곤층
http://news.tvchosun.com/site/data/
html_dir/2012/02/03/201202
0302406.html

[지도 방향]
∙주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 반응에 대해 교사는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학생의 반응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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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 흰개미집의 냉방원리

http://blog.naver.com/kilukas0000?R
edirect=Log&logNo=60194651746
각 조별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흰개
미가 더위를 이겨낸 원리를 찾아 발
표하도록 한다.
흰개미의 집에는 엄청나게 많은 통로가 복잡
하게 얽혀 개미탑 표면의 수많은 구멍을 통해
바깥과 연결된다. 흰개미는 곰팡이와 버섯을
키우는 부분과 주요 생활공간을 집의 아래쪽
에 두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이 집 내부의 공
기를 위로 밀어 올려서 개미탑의 위쪽 구멍을
통해 덥고 탁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아래쪽
구멍을 통해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된
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
sbody.asp?code=0800&key=20130822.22022
190049

[지도 방향]
∙학생 반응에 대해 교사는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학생의 반응을 확인한다.

중학교 교사용 29

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추위를 극복한 동물
- 야크 : 털 사이사이의 공기층에 의해 보온성
이 뛰어남. 털 중간에 서식하는 미생물에서
열이 발생함으로 보온 효과가 좋음.
- 북극곰 : 털 사이사이의 공기층에 의해 보온
성이 뛰어남.
- 펭귄 : 우선 3겹으로 이루어진 방수 깃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꺼운 외피층은
지방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안쪽에 아주
얇은 깃털층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추위를 견디는 방한 효과가 있다.
펭귄 발의 혈액순환은 방사형으로 이루어
지는데 그 이유는 체온 상실을 최소화 하
고 얼지 않기 위해서이다. 펭귄이 서 있을
때 차가운 바닥에 직접 닿는 부분은 발뒤
꿈치와 꼬리의 일부분뿐이어서 온도가 낮
은 부분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추
위를 직접 느끼는 부분은 발뿐이며 체온은
섭씨 37.8도에서 38.9도를 항상 유지한다.
펭귄이 추위를 견디는 또 다른 방법은 거
북이처럼 움츠리는 것이다. 펭귄은 집단을
이루어 서식하는데 서로의 간격을 매우 좁
힌다. 수천마리의 펭귄이 집단을 이룰경우
그 밀도는 1평방미터당 8마리에서 10마리
이다. 펭귄은 서로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서 있는데 그 이유는 안쪽 자리가 추위로
부터 가장 잘 보호받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코멘트를 하는 것도 좋아
요.

[지도상 유의점]
∙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환경 구
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시에 과제를 통해 미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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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팟인팟 쿨러

<실험>
비닐종이, 호일, 종이, 천 등의 재료 중에서
조별로 선택한 재료를 이용하여 얼음의 융해
를 막는 실험이다. 되도록 학교에 있는 항온
기를 이용하면 효과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실험>
얼음, 소금, 물,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음료수
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으로 팟인팟 쿨러 또는
생체모방기술을 이용해 보도록 한다.

[지도 방향]
• 중요한 것은 가장 보냉을 잘 한 것이 아니

라 조별로 사용한 보냉의 원리를 발표(3차
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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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 G-SAVER
(굿네이버스, 4분 35초)

‣ 온돌
(EBS 클립뱅크, 온돌(구들)로 알아보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 1분 51초)

‣ 실내 텐트
(tbs, 쪽방촌을 데운 600개 텐트,
1분 45초)

[지도 방향]
∙실험키트는 굴뚝/지붕은 제작하지 않고

온돌의 모양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또한 남은 키트
는 우수 조에게 시상하는 것도 좋다.
키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동영상을 통
하여 학습할 수 있다.
∙텐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동영상을 통

하여 학습할 수 있다. 시간이 충분한 경
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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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자! 날씨!

• 왜 일기예보는 정확하지 않은가?

기상청의 예측보다 강우역이 빨리 이
동하면 비는 빨리 오고 반대로 이동속
도가 늦으면 비가 오는 시각은 예상보
다 늦어진다. 또한 비나 흐린 구역이 이
동하는 사이에 그 세력이 변하기 때문
에 일기예보가 빗나가고 있다. 특히 장
마철에는 적중률이 가장 나쁜데 이는
우선 날씨가 이동하는 속도가 예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장마전선은 이동속도
나 이동하는 도중에 변화가 커서 슈퍼
컴퓨터에서 생산되는 수치 예상도에도
오차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사막지역의
예보 적중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산악지대가
많아 일기변화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따라서 기상예보의 적중률은 지형지세
와 기상 인프라의 구축 수준에 따라 달
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기상청 관계자
의 설명이다.[사단법인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보호사이버캠페인]

[지도 방향]
∙날씨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단
순히 우산을 미리 가져와서 비를 맞지 않는
사실 이외에도 삶과 생계를 위한 생명에까
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도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고 발
표도 정확성보다는 다양성이 잘 드러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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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자! 날씨!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유역 내에
계통적으로 설치된 2개의 사방댐이 하류
지역 흘러내리는 토석 차단('05년. 태풍 "
나비").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에 시설된
사방댐이 하류의 주민 171명과 가옥 51
호를 재해로부터 보호('02년. 태풍 "루사")
▹덕유산 자연휴양림내에 설치된 사방댐이
휴양림 시설과 휴양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에 설치된
사방댐이 농가 30호와 농지 5ha를 보호
('05년. 태풍 "나비").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에 설치된
사방댐이 상류에서 내려온 토석을 차단.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지역 수해시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은 계곡은 산사태로
인해 토석이 흘러 내려

하류에 피해를

준 반면, 사방댐이 설치된 계곡은 사방댐
이 흘러 내려온 토석을 모두 차단.

[지도상 유의점]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의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 방향]
∙ 최근에 빈번하게 자연재해로 이해 인명피
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시킨
다.
∙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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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자! 날씨!

◎등산여행 전 체크사항
- 등산을 위해 등산장비 준비하기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사용이 편리한
장비를 선택합니다.) 
- 산행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익히고
대략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군사지역이나 산행금지 구역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등산경로를 확실히 확인하고 교통편
을 파악합니다. 이때 식수 보충장소나
대피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요시간과
거리등을 계산합니다. 
- 떠나기 전 날씨를 확인하고 체크리스
트를 만들어 물과 간식, 지도, 나침반등
필요물품을 챙깁니다. 
- 배낭을 꾸릴 때 가볍고 부피가 큰 것
을 아래쪽에, 무거운 것을 위쪽에 넣습
니다. 자주 쓰이는 장비는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고 배낭 곁에는 아무것
도 매달지 않습니다.
[지도상 유의점]
• 적정기술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됨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학생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적인 요건에 따라 친
구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종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위험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상황에 공감
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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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자! 날씨!

• 1면 광고
대중매체를 사용한 상품광고의 장점은
1. 빠르게 더 많은 대상을 상대로 의사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2. 광고 수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메세
지를 전달할 수 있다.(쉽게 말해 특정
브랜드에 거부감이 있거나 한느 경우
에도 광고를 보는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광고주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
다.)
3. 광고주의 의도대로 보다 강력하고 구
체적인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다.
4.실제 판매와 통합된 실행은 즉각적인
판매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
준다.
5. 유통 채널와 제휴하거나 웹사이트나
기타 다른 의사소통 도구들과 통합된
메세지를 통해 더 높은 시너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지도 방향]
• 1면 광고제작 : 상품의 특성(아이디어)를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 2분 홍보 : 상품의 판매를 위해 기발한 기
획할 수 있도록 한다.
• 작품을 제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과제로
대신 하거나 다음 차시까지 제작할 수 있
도록 한다.
∙ 모둠원의 모든 학생이 광고 제작이나 상품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의하는 분위기
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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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일까? 성공일까?

• 적정 기술의 조건
1. 적은 비용으로 활용한다.
2.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
한다.
3.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
자리를 창출한다.
4. 제품의 크기는 적당해야 하고 사용방
법은 간단해야 한다.
5. 특정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
다.
7. 사람들의 협동작업을 이끌어 내며 지
역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8. 분산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
용한다.
9.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
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0.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 방향]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의하는 분위기
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이미 개발된 몇 가지 적정기술의 실패와
성공의 유무를 예측한다.
•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둠별로 토론
과 토의가 이루어지면서 적정기술이 갖추어
야 할 조건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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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여름과 겨울
‘나는 적정한 기술로 논다.’
http://www.youtube.com/watch?v=fO7aiWR
Gw8U

'세상은, 섬기고 보듬어야 할 넓은 무
대! 그 세상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진정한 능력자가 되고 싶다'.
이 막연한 소망은 어느새, '적정기술'
이라는 무게 있는 비전이 되어 좌충우
돌 투성이인 제 삶 한켠을 든든히 지
켜주고 있습니다.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과 디자인' 이라는 적정기술의 모
토에 빠져버린 저. 미적분을 풀며 울
부짖다가도 든든한 꿈 적정기술이 있
어 행복하다 고백하는 저입니다. 지금
도 끊임없이 쑥쑥 자라고 있는 저의 '
적정한' 모험담에, 이 주체할 수 없는
두근거림에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조승연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지도 방향]
• 적정기술의 출발점은 타인은 배려하고 도와주는 데 있다. 지금 나
의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
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까?

[지도상 유의점]
• 중학생이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중학생 수준에서 단순하더라도 타
인의 불편함과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에 의미를 두자.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의하는 분위기
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