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밖 STEAM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 자료집
- 교사용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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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개요
현실기업의
아이템 개발 모델

문제해결방식

스팀사고방식

문제발견 &
문제설정

기획

생각열기
가설제시 &
방향설정

개발

디자인

제작

가설검증 &
해결책 제시

생각 펼치기

홍보 &
피드백듣기

마케팅

생각 다지기
해결책의
검증과정

영업

기획
무엇을 할
것인가?

디자인

제작

무엇을 만들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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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영업

어떻게 팔
것인가?

팔수
있는가?

  전체 프로그램은 총 4개 이며 이 중 씨앗발아, 줄기번식, 꽃꽂이 프로그램은
식물의 번식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플랜테리어 프로그램은 식물재배 프로그
램으로 분류된다.

1차시 씨앗발아

식물번식
(3차시)

2차시 줄기꽂이
3차시 꽃꽂이

식물재배
(2차시)

1차시 관엽식물 물주기와 장식하기
2차시 식물코딩키트로
생육환경 센싱하기

=
원예활동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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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생활사
이해

식물
재배법
이해

1. 문제발견 및 문제설정(기획)
프로그램 명

내용

씨앗발아하기
(아봉아, 씨앗을
부탁해)

식물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식물은 어떻게 번식을 하는가?에 관해 알아본다.

줄기꽂이하기
(줄기로 번식하기)

꽃과 씨앗을 구하기 힘든 식물이 있다.
이러한 식물은 어떻게 번식하는가?에 관해 알아본다.

꽃꽂이하기
(나는야 미래의
과학 플로리스트)

꽃을 오래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학습
하도록 함.

관엽식물
키우기
(플랜테리어가
뭐예요?)

식물마다 물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학습하도록 함.
또한 이런 녹색식물을 통해 주변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함.

식물코딩키트로
식물환경
알아보기

식물생육환경 센싱이 가능한 식물코디키트로 식물별로
적합한 생육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식물키우기 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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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제시와 방향설정 (기획 & 개발)
2단계에서는 씨앗번식, 줄기번식, 꽃꽂이에 해당하는 전체 3개의 프
로그램이 식물번식과정을 이해하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유기적 연계가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3개의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식물의 번
식과정이 총체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번식에 해당하는 3개
의 프로그램은 각각 총체적인 번식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이해하도록 구성하
였다.

-6-

· 아봉아, 씨앗을 부탁해 (그림 의 1단계 해당)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지식:
  씨앗으로 번식하는 식물들의 종류를 알아본다. 씨앗을 심어서 뿌리가 잘 나
오는 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강낭콩을 심는 다양한 방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강낭콩의 발아과정과 단계를 알아본다.

가설: ‘식물은 씨앗을 통해 번식할 수 있다‘

· 줄기꽂이 하기 (그림 의 2단계 해당)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지식:
  꽃과 열매는 있지만 씨앗을 얻기 힘든 식물은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를 알아
본다. 식물의 영양번식방법으로 식물기관으로 번식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뿌
리, 잎 및 줄기번식에 관해서 알아본다. 이 중 줄기로 번식하는 방법의 특성
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설: ‘꽃과 씨앗을 구하기 힘든 식물도 번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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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꽂이하기 (그림 의 3단계 해당)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지식:
  꽃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이해한다. 그 중 학교현장에서 손
쉽게 할 수 있는 방언으로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한다.  

가설: ‘버려지는 꽃을 잘 보관하여 오래 볼 수 있다

· 관엽식물 키우기(플랜테리어가 뭐예요?)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지식:
  식물마다 다른 물주기 방법을 이해한다. 관엽식물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물주는 방법을 이해한다.

가설: ‘식물마다 물주는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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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검증과 해결책 제시(디자인/ 제작)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활용 도구분석 도구제작 및 실습.

4. 씨앗발아 키트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보
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강낭콩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줘요
씨앗을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
씨앗을 넣고 이부분에 끼워줍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
서 물에 반쪽만 잠
겨 있어야 해요.
너무 많이 잠기면 씨
앗이 썩을 수 있어요.
물이 너무 적으면 씨앗
이 말라요.
물높이 조절을 위해서 이
키트가 서 있어야 해요

【학습지 1-2】씨앗발아 키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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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랜트스틱 키트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Plant의 P를 본뜬 모양으로 식물이 고정되기
위한 걸쇠 역할을 해요.

식물들이 커 나갈 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성
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배치함.

밑에 복잡한 글자가 새겨진 이유는 꽃의 줄기
를 고정해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예요

다리를 끼우기 위한
공간 이예요

여러 식물을 한꺼번에
심을 수 있어요

식물의 사이즈별로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다리에
칸을 여러개를 만들었어요

뿌리가 바닥에 닿으면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물에 떠 있어야 해요

【학습지 2-2】줄기꽂이 키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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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로스틱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flower의 f를 본뜬 모양으로 꽃이 고정되기 위
한 걸쇠 역할을 해요.

가운데 구멍이 크게 뚫려 있
는 이유는
가운데에서 큰 꽃을 끼우기 위
해서예요.

꽃이 최대한 넓게 퍼져 있기 위해서 f의 길
이가 조금씩 달라요되기 위한 걸쇠 역할을
해요.
밑에 복잡한 글자가 새겨진 이유는 꽃의 줄기
를 고정해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예요

다리를 끼우기 위한
공간 이예요

【학습지 3-2】 꽃꽂이 키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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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자스헥사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로자스헥사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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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4-2】관엽식물 키우기 키트 구조도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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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스헥사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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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4-2】 관엽식물 키우기 키트 구조도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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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증과 해결책 제시 II(디자인/ 제작)
1) 개선할 방향 제시  PROSUMER 되어보기

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씨앗발아키트를 디자인 해보
고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학습지 1-3】씨앗발아 키트 개선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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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플랜스틱을 디자인 해보고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학습지 2-3】줄기꽂이 키트 개선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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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플로스틱을 디자인 해보고
그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학습지 3-3】꽃꽂이 키트 개선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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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플랜스틱을 디자인 해보고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로자스헥사 앞면

【학습지 4-3】관엽식물 키우기 키트 개선해보기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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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스헥사 뒷면

【학습지 4-3】관엽식물 키우기 키트 개선해보기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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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봉아, 씨앗을 부탁해 (그림 의 1단계 해당)
확장적 사고 1: 씨앗에는 왜 물이 필요할지 알아본다.
씨앗이 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씨앗의 수화(hydration)이라고 한다. 씨앗을
물을 흡수하면 배젖의 구성성분(탄수화물)이 분해되어 배(싹이 되는 부분)로
운반되며 영양분을 공급하여 싹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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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봉아, 씨앗을 부탁해 (그림 의 1단계 해당)
확장적 사고 2: 씨앗의 성장단계에서 개화(flowering)로 넘어가는 생식생장
단계의 식물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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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꽂이 하기 (그림 의 2단계 해당)
확장적 사고 1: 줄기가 잘린 식물에서 뿌리가 다시 나오는 것은 왜그럴까
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는 ’삽목발근 이론‘이라는 학설에 의한 것으로 뿌리
가 잘리면 잘린 부위가 상처를 입게 되고 이 과정에서 뿌리를 나게 하는 식물
호르몬인 오옥신(Auxin)이 생성되어 식물체 내부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도록
한다.

· 줄기꽂이 하기 (그림 의 2단계 해당)
확장적 사고 2: 영양번식으로 삽목 외에 다양한 방법의 무성번식 방법에 대
해서 알아본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 포기나누기, 접목, 조직배양 등의 방법
이 있다.

포기 나누기:
포기가 자라서 서로 붙은 식물의
뿌리를 쪼개는 방법

접목: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체인 삽수와
대목을 서로 연결하여 한 개의 새
로운 개체로 번식하는 법

조직배양:
식물의 조직(잎, 줄기, 새포 등)을
무균상태의 clean bench를 이용
하여 다수개체로 번식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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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꽂이하기 (그림 의 3단계 해당)
확산적 사고 1: 꽃의 구조에 관해서 알아본다. 꽃의 구조와 역할은 다음과 같
다.

· 꽃꽂이하기 (그림 의 3단계 해당)
확산적 사고 2: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 드라이 플라
워 만들기, 절화보존고 사용하기, 보존화 만들기 등에 대한 다양한 확산적 사
고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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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를 건조하게 말리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건조화로 만드
는 드라이플라워 플라워

공업적으로 제조된 절화보존제를
이용하여 절화를 장기간 원상태
처럼 보존할 수 있는 보존화

절화수명연장을 위해 일정한 낮
은 온도를 유지하며 보관할 수 있
는 절화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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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엽식물 키우기(플랜테리어가 뭐예요?)
확산적 사고 1: 관엽식물 외에 원예식물별 바른 물주기 요령을 알아본다. 이
때 토양수분 뿐 아니라 공중습도와 같은 개념도 확산적으로 이해한다.

·관엽식물 키우기(플랜테리어가 뭐예요?)
확산적 사고 2: 다양한 플랜테리어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플랜테리어(planteria)란 식물을 이용해서 실내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개념으로 현재 매
달기정원(hanging garden), 벽정원(wall garden), 화분꾸미기(container
garden)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달하고 있다.

주로 실내식물을 이용하여 실
내.외 벽에 식물을 걸어 장식하는
벽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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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굴식물을 이용하여 화분을 공
중의 빈공간에 매달아 장식하는
매달기 정원

화분에 식물을 담거나 용기를 활
용하여 정원을 만드는 화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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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보 및 피드백하기
  패들렛과 라이브워크시트(Live worksheet)를 통하여 학습결과물을
공유하고 서로 다양한 사고와 학습내용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이브워크시트 (예시):
https://www.liveworksheets.com/1-nd1316327nc
  패들렛(예시)링크:
https://www.liveworksheets.com/1-ou1321167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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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의 주제 및 교육목표

프로그램
주제

운
영
대
상

운영
형태

교육 개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씨앗 발아 키트를 활용해서 씨앗을 직접 발
  
씨앗
발아
하기

4
학
년

온
오
프
라
인

아해 봄으로써 씨앗 발아의 조건들을 학습하고, 발아된 씨앗을
직접 심어서 길러봄으로써 식물 생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쉽게
학습할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발아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
이점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관찰을 쉽게 할 수 있는 자체 제작
한 키트를 활용한다는 점, CPBL을 활용한 STEAM적 사고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삽목 키트를 활용한 삽목 프로그램이다. 이
미 충분히 자라서, 엇자란 식물들을 특히 공중뿌리가 난 관엽

줄기
꽂이
하기

4
학
년

온
오
프
라
인

식물들을 삽목을 함으로써 번식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다. 녹지삽과 숙지삽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삽목 키트
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기존의 삽목과의 차이점
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찰이 용이하고 삽목이 용이한 키트를
활용한다는 점, CPBL을 활용한 STEAM적 사고를 추구한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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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코딩을 활용하여서 식물의 생장 조건들을 학습
하고,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식물의 생장 조건은
토양수분도, 공중습도, 온도, 광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코딩
키트를
활용
하여
식물
환경
센싱
하기

미리 설계된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
5
학
년

온
오
프
라
인

크함으로써,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코딩 프
로그램과의 차이는 코딩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생
장이라는 관점에서의 코딩의 원리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를 식물적
지식으로 확장하고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쌓은 전문가의
전문적 감각의 요소를 데이터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꽃꽂이는 꽃을 미적으로 배치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꽃과 관
련된 많은 과학적인 요소를 직·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활

꽃꽂이
하기

4
학
년

온
오
프
라
인

동이다. 그러나 꽃꽂이는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키트의 개발이
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거의 부족한 실정이므로 꽃꽂이를 쉽고
교육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키트를 개발하고 그러한 키트를 활
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꽃꽂이를 통해서 과학적 요소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심미적 요소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플랜테리어(Planterior)는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코로나 시대

관엽
식물
장식
하기

4
학
년

온
오
프
라
인

에 더욱 실내를 녹색식물로 가꾸고 장식하는 활동을 의미한
다. 관엽식물과 같은 실내식물을 공중걸이 용 화분(Hanging
basket)을 활용하여 물을 주는법과 플랜테리어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29 -

프로그램 키트구성
배송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코로나 시대 온라인 스팀교육 방
법 해결책으로 원예활동 Kit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발 및 제작하여 활용하
였다. 또한 코로나 교육에 적합하도록 수업재료는 일괄 개별 배송하였다. 이
때 키트는 재료배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송 편리성을 고려하
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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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아봉이 2

종자발아 키트

플로스틱

꽃꽂이 키트

플랜트스틱

삽목키트

로쟈스

행잉키트

식물생장조절용
Coding kit

식물 생육환경조절을 위한 coding kit

1. 아봉이 2(씨앗발아키트)
아봉이 2는 학교 농업, 원예교육 및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한 종자발아
용 키트이다. 종자발아(seed germination)활동은 식물의 한 살이를 통해서
다양한 스팀교육에서의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줄 수 있는 교
육컨텐츠로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을 대비하여 키트를 제
작하여 실내에서도 종자발아를 체험할 수 있는 종자발아키트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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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형태로 되어 있는 아봉이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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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에 따른 아봉이 KIT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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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다양한 KIT를 활용한 강낭콩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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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꽃꽂이 키트
꽃꽂이 키트는 학교 농업,원예교육을 중심으로 한 꽃꽂이 활동 키트이
다. 꽃꽂이는 다양한 원예활동 중 꽃이름 익히기(T), 공간장식하기(A), 꽃특
성알기(S) 등을 융합하는 스팀적 사고력을 기르기에 매우 적합한 활동이다.
그러나 꽃꽂이 활동은 기술을 요하며 재료비용이 학교수업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높은 단점이 있었다. 교육컨텐츠로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대
비하여 키트를 제작하여 꽃꽂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키트를 활용한 매
뉴얼화된 꽃꽂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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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줄기꽂이 키트
줄기꽂이 키트는 학교 농업,원예교육을 중심으로 한 원예식물 번식의
한가지 방법인 꺾꽂이활동 키트이다. 꺾꽂이는 다양한 원예활동 중 식물이
름 익히기(T), 공간장식하기(A), 식물뿌리내리기의 과학적 특성알기(S) 등을
융합하는 스팀적 사고력을 기르기에 매우 적합한 활동이다. 그러나 삽목활동
은 기술을 요하며 재료비용이나 꺾꽂이공간을 필요로 하는 등 학교수업에 적
용하기에는 다소 높은 단점이 있었다. 교육컨텐츠로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대비하여 키트를 제작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삽목 활동을 가능하
게 하였으며 특히 키트를 활용한 매뉴얼화된 삽목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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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쟈스
로쟈스는 학교 농업,원예교육을 중심으로 한 원예식물을 활용한 실내
원예의 한가지 방법인 식물행잉(Plant hanging)키트이다. 실내원예는  다
양한 원예활동 중 식물이름 익히기(T), 공간장식하기(A), 식물기르기의 과학
적 특성알기(S) 등을 융합하는 스팀적 사고력을 기르기에 매우 적합한 활동
이다. 그러나 실내원예활동은 기술을 요하며 재료비용이나 장식용 실내공간
을 필요로 하는 등 학교수업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높은 단점이 있었다. 교육
컨텐츠로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대비하여 키트를 제작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실내원예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잉화분 만들기를 가능하게 하
였으며 특히 키트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식물로 공간을 장식하여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38 -

- 39 -

5. 식물 생육용 코딩 키트
기 개발된 식물코딩키트는 비교적 과학적 활용도가 떨어지며, 특히 식
물재배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자 할때는 식물생육에 관한 전반적인 DB가
부족하고 <코딩을 위한 식물코딩키트>이며 <식물기르기를 위한 코딩키트>로
서의 활용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팀교육에
서의 다양한 확산적 사고를 식물 생장을 코딩하며 식물별로 적절한 재배법을
익힐 수 있도록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익히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식물 생육
용 코딩 키트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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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온도, 온.습도 및 미세먼지 센서를 장착한
식물생육용 코딩키트 (서울교육대학교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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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원칙
수업순서
식물 번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3개 (씨앗발아, 줄기꽂이, 꽃꽂이 프
로그램), 식물 재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2개 (관엽식물키우기, 식물센싱 코
딩키트)의 순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1차시 씨앗발아

식물번식
(3차시)

2차시 줄기꽂이
3차시 꽃꽂이

식물재배
(2차시)

1차시 관엽식물 물주기와 장식하기
2차시 식물코딩키트로
생육환경 센싱하기

=
원예활동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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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생활사
이해

식물
재배법
이해

스팀확산적 사고 원칙
1) 키트를 스스로 도안을 그려본다.
2) 결과물의 피드백을 듣고 나서나 사용해 보고 이를 개선해본다.   
3) 부분적 지식에서 전체적인 지식으로 확장해 나간다.
* 1), 2), 3)은 초등 실과 6학년 성취 기준에 해당함.
4) 추가로, 자발적인 학습으로 이어진다.  
5) 본 수업에서 얻은 지식을 다른 영역이나 경우로 적용해 나간다.

활동지 사용
1) 씨앗발아하기
【학습지 1-1】 식물번식과정도 (확산적 사고 3에 해당)
【학습지 1-2】 씨앗발아 키트 구조도  
【학습지 1-3】 씨앗발아 키트 개선해보기 (확산적 사고 1, 2, 4에 해당)
2) 꽃꽂이 하기
【학습지 2-1】 식물번식과정도 (확산적 사고 3에 해당)
【학습지 2-2】 꽃꽂이키트 구조도 & 설명도 이해하기  
【학습지 2-3】 나만의 꽃꽂이키트 만들기 (확산적 사고 1, 2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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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줄기꽂이
【학습지 3-1】 씨앗번식과정도 (확산적 사고 3에 해당)
【학습지 3-2】 삽목키트 구조도 & 설명도 이해하기   
【학습지 3-3】 나만의 삽목키트 만들기 (확산적 사고 1, 2에 해당)
4) 관엽식물 키우기
【학습지 4-1】 행잉용 키트 구조도와 설명도 이해하기
【학습지 4-2】 나만의 행잉용 키트 만들기(확산적 사고 1, 2, 5에 해당)
* 본 학습지 2는 행잉용 키트 제작후 10일 정도 후가 적당함. 본 활동지는 가급적 기간을
충분히 줄 것. 즉, 직접 사용을 해보고 개선사항을 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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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수업개요 및 지도안
씨앗심기 수업개요
프로그램명

씨앗으로 식물이 번식하는 방법

적용학년/
시기

초등 5-6학년

관련과목

실과, 과학
문제발
견&
문제설정
가설제시
&
방향설정

기획

식물은 무엇으로 번식할까?(문제발견), 씨앗식물의 번
식을 이해하기(문제설정)
식물을 씨앗을 통해 번식할 수 있다(가설제시), 씨앗이

개발

씨앗번식 식물종류와 씨앗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한다
9방향설정)
아봉이키트를 이해하고 조립해본다(가설검증), 아봉이

스팀관련
사고

키트로 씨앗을 발아시키고 본엽이 날때까지 키워본다.
가설검증
&
해결책
제시

디자
인/제
작

씨앗이 발아하는 과정만이 아닌 이후의 식물의 라이프
싸이클까지도 다양하게 추론해 본다(해결책 제시 1)
플랜트 스틱활동과 관련한 심화된 지식을 Q&A를 통
해 해결한다(해결책 제시2)

홍보하기
&
피드백
공유

성취기준

마
케
팅

사람들에게 알리기와 홍보하기(라이브워크시트와 패
들렛 공유하기)

[4과13-01] 씨가 싹트거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
화할 수 있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
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
천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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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및 활동의도
도시농업의 지속가능한 주제 중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해당하는 주제 중
하나로 ‘씨앗으로 식물이 번식하는 방법?’은 스팀적 문제해결학습을 위한 주제
로서 식물의 번식과정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는 주제로
과학이나 실과학습에서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이러한 주제를 선
정한 이유는 식물의 번식과 이용에 따르는 다양한 CBPL 과정을 학습하고 스팀
확산적 사고를 주기위한 매우 적절한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주제 하에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주제를 정함에 있어 자신의 체험 및 탐구주
제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탐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 아동들에 있어 생활 속에서 꽃을 사용하거나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 해결방식을의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함으로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분야를 스스로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한다.

2. 주제 개요
창조적 문제 해결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 창조를 위한 주제로 ‘씨앗으
로 식물이 번식하는 방법“이라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꽃을 경험하면서 느낀 주
제를 선택하여 이 발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를 창조
하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과정은 문제해결학습(PBL: Problem Solving Learning)에 기반한 사
고체계를 따르게 되며 이에 따라 ‘씨앗이 생기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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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으로 번식하는 식물 알아보기’, ‘ 강낭콩의 생장원리 알아보기’, ‘씨앗번식
과 관련된 다양한 원예식물과 관련 방법 알아보기’,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기까
지 과정 알아보기’ 등과 같은 수업내용이나 체험활동 등을 알아본다. 또한 이러
한 과정에서 사고모델은 기획, 개발, 마케팅, 영업 등의 기업 아이템 개발모델을
따름으로서 다양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3. STEAM 과목요소
STEAM 요소

내용

S

식물의 발아원리 이해하기

T, E

씨앗발아키트 조립원리 및 씨앗파종 기술 이해하기

A

다양한 씨앗파종 방법에 따른 키트 디자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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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심기 지도안
지도
일시

단원명
학습주제

아봉아, 씨앗을 부탁해
(씨앗으로 식물이 번식하는
방법)

차    시

20  년  월     일 (   )요일
00교시
1~3/3

지도
대상
지도
장소

교과서

수업
모형

STEAM
교수
학습
모형,
발견
학습
모형

창의·
인성
요소

연결과목

과학(S),
공학(E),
예술(A)

지도
교사

1. 씨앗을 통해 번식하는 식
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학습목표
2. 발아과정을 관찰하고 이
해할 수 있다.

0 학년
00 반

사고의
수렴,
흥미,
호기심

[4과13-01] 씨가 싹트거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
화할 수 있다.
성취기준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
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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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STEAM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사

학생

▣ 문제발견
- 모여라 동물의 숲이라
는 게임에서 돈을 심으면
돈이 열린다는데....
https://www.youtube.
com/watch?v=cEFP2xexRHI
▣ 학습지를 이용하여 식
물
   번식과정 이해시키기

문제
발견
및
문제
설정

▣ 동기유발
- 심어 본적 있어요.
- 묻어 놨는데, 없어졌어
요.
- 돈나무가 되기 위해서
는 뿌리가 나오는지 살펴
봐야겠어요.

아이템 자료(☆) 및
모델
유의점(＊)

☆ 동전이 뿌
리를 내리면
돈나무로 자랄
수 있다.
기획

▣ 학습지를 이용하여 식
물번식과정 이해하기

【학습지】 1
식물번식과
정도

▣ 학습문제 확인하기
생각열기

가설: 식물은 씨앗을 통해 번식할 수 있다.
▣ 탐색하기
-씨앗을 뿌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씨앗이 생기는 과정과
씨앗뿌리는 방법에는 어
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T: 기술)

가설
제시 및
방향
설정

▣ 탐색하기
-씨앗으로 번식하는 식물
들 알아보기

가설
검증 및
해결책
제시

생각
펼치기

https://www.
youtube.com/
watch?v=cEFP2xexRHI

▣ 씨앗으로 뿌리가 나오
는 식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씨앗 심는 방법 알기
▣ 학습지를 이용하여 씨
앗발아키트 구조이해하기

▣ 왜 동전에 물을 줘도
뿌리가 안나올까요?
- 동전은 생물이 아닙니
다.
- 돈은 식물이 아닙니다.
- 물에 심으면 안되고 구
덩이에 심어야 해요.

개발

＊뿌리가
나오는 씨앗들
사진 PPT

디자인

【학습지】 2
씨앗발아키
트 구조도

▣ 탐색하기
- 물이나 구덩이에 씨앗
을 심어서 뿌리가 나오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찾아
봅시다.
▣ 씨앗으로 번식하는 식
물의 종류 알아보기
▣ 씨앗 심는 방법 알기
▣ 학습지를 이용하여 씨
앗발아키트 구조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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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음 내용들을 알아보자.
* 종자발아키트 조립하는
방법 알아보기

▣ 유튜브 영상을 시청
한다.

* 키트를 조립한다.

제작

* 종자발아키트를 활용하
* 미리 불려둔 콩을 이용
여 뿌리가 내리는 과정을
한다.
잘 보이도록 관찰하기
  (T: 기술)
▣학습지를 활용하여
씨앗발아키트 개선하기

▣학습지를 활용하여
씨앗발아키트 개선하기

▣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
기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뿌리가 날 때 까지 관
리하며 관찰을 한다.

-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갈
- 물은 자주 갈아준다.
아준다.
- 뿌리와 잎을 관찰한다. - 뿌리가 많이 자라고 새
- 새잎이 2장 이상 나오면 잎이 2장 이상 나오면 흙
흙으로 옮겨 심는다.
으로 옮겨 심어준다.

【학습지】 3
씨앗발아
키트
개선하기

▣ 씨앗발아는 왜 물이 필 ▣ 씨앗발아에 물이 필요
요한지 이해시킨다.
한 이류를 이해한다.
▣ 일반적인 씨앗파종
방법과 키트파종방법의
▣ 씨앗발아키트의 효용
학습차이에 대해 알아본
성을 이해한다.
다.
▣ 씨앗발아 이후의 식
물라이프싸이클을 이해
한다.

사람들
에게 알
리기&
피드백
듣기

생각
다지기

▣ 씨앗발아 이후의 개화
과정을 이해한다.

▣  Q & A를 통해 씨앗번
식에 관한 심화된 지식을
▣  Q & A를 통해 씨앗번
알아본다.
식에 관한 심화된 지식을
알아본다.
▣ 씨앗으로 번식하는 식
물들에 대해 말해본다.
- 콩, 팥, 사과 등 씨앗이
▣ 여러분이 만든 아봉이
있는 식물들
2 작품을 자랑해보세요.
- 링크를 통해서 작성하 ▣ 내가 만든 아봉이2 작
는 방법 알아보기
품 감상하기
- 패들렛을 이용하여 내
가 만든 작품을 자랑하고
느낀점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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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
상을 시청하
면서 키트를
만드는 방법
을 알아보자.
https://
youtu.be/
XkMFofBAqQ0

마케팅
홍보

본시 평가계획
범주

지식

평가
계획

기술

성취 수준

방법

씨앗발아에 관련된 지식을 잘 이해하었는가?

서면평가/
학습지

씨앗발아에 관한 지식이 식물번식의 전체적 맥락으로 확장되
었는가?

상호평가/
학습지

자신이 만든 제작물의 기능 및 디자인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과 관찰평가/
잘 연결지어 이해하였는가?
학습지
자신의 제작물에 대한 개선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잘 반영하여 서면평가/
디자인하였는가?
학습지
이번 시간의 활동이 식물관련 과학의 흥미를 증가시켰는가?

태도

자기평가
/설문지

이번 시간의 활동이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자기평가/
있는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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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견 및 문제설정
▣ 나무나 꽃과 같이 씨앗이 잘 생기는 식물은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아본다.
‘씨앗이 생기는 과정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보기(T: 기술)
- 종자번식(유성번식)을 하는 식물은 수정과 수분을 거쳐 씨앗을 만드는 과정
을 거친다.   
- 식물 종자번식의 과정, 과학적 원리와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꽃의 구조:
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씨앗을 만드는 것
그러나 모든 식물이 다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겉씨식물과 속씨식물, 즉 종자로
자손을 퍼뜨리는 종류만 꽃을 피운다. 꽃
은 대부분 수술, 암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있다.수술에서는 꽃가루가 만들
어지고 암술은 수술의 꽃가루를 받아 수분
이 이루어지면 열매로 발달한다. 그리고
꽃잎과 꽃받침은 기후변화나 적으로부터
암술과 수술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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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씨식물의 수분 및 수정 과정:
  수술의 꽃가루 속에는 정핵이 있고 암술
의 밑씨 속에는 알세포가 있다. 정핵과 알
세포가 만나야 씨를 만들어 후손을 만들
수 있다. 후손을 남긴다는 것은 바로 개체
는 죽지만 종은 죽지않고 이어지는 생명의
연속성이다.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는 씨를 남겨야한다.
씨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수
분을 해야한 다. 수분이란 수술의 꽃가루
가 암술머리에 붙는 것을 말한다. 수분을
꽃가루받이라고도 한다.

꽃식물의 번식:
  꽃이 피는 꽃식물은 씨로 번식하는데, 씨
를 맺기 위해서는 꽃가루받이(수분)와 수
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꽃가루받이란 수술
의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묻는 것으로, ‘자
가수분’과 ‘타가수분’이 있다. 자가수분은
같은 꽃에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
고, 타가수분은 다른 꽃의 꽃가루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호박꽃처럼 색깔이 화려하
고 꿀이 많은 꽃은 벌, 나비같은 곤충의 도
움을 받아 수분하는 충매화이다. 소나무나
벼는 바람이 꽃가루를 옮겨주는 풍매화이
고, 동백 나무는 새가 꽃가루를 옮겨주는
조매화이다. 물속에서 자라는 검정말이나
나사말은 물에 의해 꽃가루받이가 이루어
지는 수매화이다.
수분이 되면 수술의 꽃가루에서 자란 가늘
고 긴꽃가루관이 씨방 속의 밑씨에 이르
고, 꽃가루 속의 핵이 밑씨 속으로 들어가
수정이 된다. 수정이 끝난 밑씨는 자라서
씨가 되고, 씨방은 자라서 열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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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를 이용하여 식물번식과정 이해하기
【학습지 1-1】    식물번식 과정도

1.아래의 그림은 식물의 번식 과정입니다. 줄기꽂이 키트가 도움을
줄 수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하여봅시다.

4
5

1

2
3

2. 줄기꽂이 키트의 어떤 부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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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제시 및 방향설정
씨앗을 뿌리는 방법에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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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 및 해결책 제시(디자인 및 제작)
▣ 학습지를 이용하여 씨앗발아키트 구조이해하기
【학습지 1-2】 씨앗발아키트 구조도

4. 씨앗발아 키트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보
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강낭콩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줘요
씨앗을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
씨앗을 넣고 이부분에 끼워줍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
서 물에 반쪽만 잠
겨 있어야 해요.
너무 많이 잠기면 씨
앗이 썩을 수 있어요.
물이 너무 적으면 씨앗
이 말라요.
물높이 조절을 위해서 이
키트가 서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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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을 통해 종자발아키트 조립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종자번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키트를 디자인하고 활용해
본다.
  *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는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원예학습을 위해서
는 우수한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많은 원예수업
의 특성상, 이를 위한 키트 개발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임을 안다.

- 57 -

▣ 학습지를 활용하여 씨앗발아키트 개선시키기
【학습지 1-3】 씨앗발아키트 개선하기

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씨앗발아키트를 디자인 해보
고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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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발아키트를 활용하여 뿌리가 나오기까지 변화와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
본다.
* 물은 자주 갈아준다.
  *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올 때까지 관찰하도록 안내한다.
  * 잎이 2~3장 이상 나오면 흙으로 옮겨 심어 주도록 한다.

▣ 식물키트를 활용할 때 얻게 되는 식물관찰의 편리성과 학습효과에 관해서 이
야기 해 본다.
1. 일반적으로 종자발아는 그 과정자체가 과학적 사고 및 생명존중과 사회성,
인성함양까지 매우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종자발아는 뿌
리는 방법부터가 기술을 오하고 그 이후에 오는 식물의 생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발아키트를 활용함으로서 종자발아에 필요한 장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
크릴과 같은 소재상 쉽게 발아상을 만들어 투명한 소재를 통해 종자발아 관찰을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씨앗발아 관찰키트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3. 발아키트 구조상 왜 씨앗이 왜 물에 떠있어야 하는가를 조립하는 과정을 통
해서 이해할 수 있다. (서있는 형태이고, 물에 반 잠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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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봉이(씨앗발아키트)의 디자인 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성의 시각화이다.
생명성의 시각화란 개념은, 아이들이 왜 나무에 관심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다. 왜 동물은 그토록 좋아하는데, 나무에는 관심이 없을까? 움직임이 없기
에 생명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예술가는, 나무를 포함한 무생물 우
체통 등에 눈 붙이기 프로젝츠를 한 적이 있다. 간단한 눈만 붙여도, 우리는 이
를 살아있다고 느끼고, 애정을 느끼게 된다.
  기존의 씨앗 발아 키트는, 마치 우리가, 원시 인류가 농업을 대하듯, 발아와 수
확에만 초점을 둔다. 그러한 과정를 통해서 아이들은 지식을 학습할 수는 있으
나 깊은 애정을 느끼지는 못하기가 쉬우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씨앗발아키트는
이러한 단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는 비단 디자인 상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우선 죽이지 않고 키워야 식물, 특히 씨앗 발아는 효과가 있다. 그럴려면 관
심을 지속적으로 불러 일으키도록 해야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화
를 선택했으며, 이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본다. 이 프로그램은 이렇듯, 디자인이
과학을 보조한다. 디자인과 과학은 절대 별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융합
하고 조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곧 스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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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발아과정 이후의 식물의 라이프싸이클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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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봉이 활동과 관련한 심화된 지식을 Q&A를 통해 해결한다
Q 1. 씨앗은 왜 물에 잠기면 안될까요?
아봉이 키트를 보면 씨앗이 물에 잠기지 않고 물위에 떠 있습니다. 이유
는 씨앗은 물에 젖어 있는 것은 발아를 촉진하지만(씨껍질을 부드럽게 함)씨앗
이 물에 완전히 잠겨 있으면 발아시 배유에 공급해야 하는 산소를 전달받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Q 2. 싹을 빨리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씨앗을 발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 아니라 수분공급입니다. 항상
씨앗에 수분공급(씨앗의 일부가 물에 닿아 있도록 하는 것)이 되도록 신경써서
돌보아야 하며 물은 썩지 않도록 수시로 갈아주며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Q 3. 씨앗이 싹이 나지도 않았는데 썩는 것은 왜그럴까요?
씨앗이 싹이 나지도 않았는데 썩거나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정도의 이유
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자자체의 결함입니다. 종자가 불량하여 아예
발아가 되지 않고 고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앗이 물에 잠기거나 해서 곰
팡이 등이 발생하여 썩어 버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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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알리기 & 피드백 듣기(마케팅 및 홍보)
▣ 제작된 종자발아키트를 감상 및 홍보하기
- 제공된 Liveworksheet와 패들렛을 완성하면서 제작된 씨앗발아키트를 활용
하면서 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학습(CBPL)과정에서 기업 마케팅 과정(기획-개발-디
자인-제작-마케팅 및 들을 연계하면서 든현실적인 다양한 생각을 통해 다양한
확산적 사고(스팀적 사고)를 주도록 한다.
- 패들렛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완성한 다양한 키트를 감상하고 서로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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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워크시트
https://www.liveworksheets.com/1-fs1320810qd

콩 심은데 진짜 콩 나나?
___학년 ____반 이름 ______

1. 다음은 아봉이2 (별명 씨봉이)를 이용하여 씨앗을 발아시키는 장치를 만드는 방법입
니다. 잘 보시고 따라서 만들어 봅시다.

가. 모든 씨앗은 싹이 날까?
네

아니요

나. 알맞은 답을 고르고, 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해봅시다.

씨앗에 뿌리가 나오는 것을 발아라고 합니다.
모든 씨앗이 발아가 되는 것은 아니예요.
좋은 씨앗이 발아될 확률이 높은 /낮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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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낭콩을 키울 때 주의점과 서로 관련있는 문장을 연결해 봅시다.

물을 매일매일 갈아줘야해요.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려 하면 옮겨 심어주세요

어느 씨앗은 싹이 나오다 말고 죽어가요.

물이 쉽게 썩어요.

난 여기서 계속 살 수 없어

그냥 두면 모두 죽어요. 어서 건져내세요

싹이 날때까지는 햇빛을 가려주는 것이 좋아요.

뿌리랑 씨앗은 햇빛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3. 강낭콩을 키우면서 느낀 점들을 적어봅시다.

가. 모든 씨앗에서 싹이 나오지는 않는 것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나. 자신이 직접 만든 아봉이2의 사진을 찍고, 씨앗이 발아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적어봅시다. (링크를 눌러서 연결된 패들렛으로 작성하기)

https://padlet.com/charmleader/p8chszr06345sl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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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씨앗발아 키트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보
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강낭콩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줘요
씨앗을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
씨앗을 넣고 이부분에 끼워줍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
서 물에 반쪽만 잠
겨 있어야 해요.
너무 많이 잠기면 씨
앗이 썩을 수 있어요.
물이 너무 적으면 씨앗
이 말라요.
물높이 조절을 위해서 이
키트가 서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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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씨앗발아키트를 디자인 해보
고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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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으로 자랑하기
https://padlet.com/charmleader/p8chszr06345sl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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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꽂이 수업개요
프로그램명

줄기꽂이하기(꽃과 씨앗을 구하기 힘든 식물은 어떻게 번식할까?)

적용학년/
시기

초등 5-6학년

관련과목

실과, 과학
문제발견
&
문제설정
가설제시
&
방향설정

스팀관련
사고

꽃과 씨앗을 구하기 어려운 식물은 어떻게 번식할까?(
기획

문제발견), 꽃이 없는 식물들의 번식방법은 무엇일까(
문제설정)
꽃과 씨앗이 없는 식물도 번식한다(가설제시), 다양한

개발

영양번식방법중 줄기꽂이를 선택해서 번식해본다(방
향설정)
플랜트키트 활용성을 이해하고 조립해본다(가설검증),

가설검증
&
해결책
제시

디자
인/제
작

플랜트키트를 활용한 삽목 외에 다양한 종류의 영양번
식방법을 이해한다(해결책 제시).
플랜트스틱활동과 관련한 심화된 지식을 Q&A를 통해
해결한다(해결책 제시2)

홍보하기
&
피드백
공유

성취기준

마
케
팅

관련 활동지로 학습내용을 평가하고(피드백) 라이브
워크시트와 패들렛을 공유한다
(홍보하기). 번식한다(가설제시)

[4과13-02] 식물의 한살이 관찰계획을 세워 식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
찰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
화할 수 있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
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
천 방안을 제안한다.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
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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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및 활동의도
도시농업의 지속가능한 주제 중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해당하는 주제 중
하나로 ‘꽃과 씨앗을 구하기 힘든 식물은 어떻게 번식할까?’는 스팀적 문제해결
학습을 위한 주제로서 식물의 번식과정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는 주제로 과학이나 실과학습에서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식물의 번식과 이용에 따르는 다양한 CBPL 과정
을 학습하고 스팀 확산적 사고를 주기위한 매우 적절한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 하에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주제를 정함에 있어 자신
의 체험 및 탐구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탐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 아동들에 있어 생활 속에서 꽃을 사용하거나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 해결방식을 의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진
로탐색을 함으로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분야를 스스로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한

2. 주제 개요
창조적 문제 해결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 창조를 위한 주제로 ‘꽃과
씨앗을 구하기 힘든 식물은 어떻게 번식할까“라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꽃을 경
험하면서 느낀 주제를 선택하여 이 발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넘어
서는 문제를 창조하도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과정은 문제해결학습(PBL: Problem Solving Learning)에 기반한 사고체계를 따르게 되며 이에 따라 ‘꽃과 씨앗을 구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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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어떻게 번식을 할까?’, ‘식물 번식방법을 알아보기’, ‘ 영양번식의 방법과
원리 알아보기’, ‘영양번식과 관련된 다양한 원예식물과 관련 방법 알아보기’, ‘
삽목발근 원리와 꺾꽂이키트개발에 관해 알아보기’ 등과 같은 수업내용이나 체
험활동 등을 알아본다.

3. STEAM 과목요소
STEAM 요소

내용

S

식물의 발근원리 이해하기

T, E

줄기꽂이키트 조립원리 및 줄기꽂이 기술 이해하기

A

다양한 줄기꽂이 방법에 따른 키트 디자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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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꽂이 지도안
지도
일시

단원명
학습주제

줄기꽂이하기(꽃과 씨앗을
구하기 어려운  식물은 어떻
게 번식 할까?)

차    시

20  년  월     일 (   )요일 00교
시
1~3/3

수업
모형

STEAM
교수 학
습 모형,
CPBL
문제발
견 학습
모형

창의·
인성
요소

연결과목

과학(S),
기술(T),
예술(A)

지도
교사

1. 식물이 번식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다.
2. 식물의 번식 방법 중 하
나인 삽목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0 학년
00 반

지도
장소

교과서

학습목표

지도
대상

사고의
수렴,
흥미,
호기심

[4과13-02] 식물의 한살이 관찰계획을 세워 식물을 기르면서 한살이

성취기준

를 관찰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
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
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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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문제
발견
및
문제
설정

STEAM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사

학생

▣ 동기유발 - 영화
가디언즈오브 갤럭시에
▣ 동기유발 - 그루트
서그루트가 멤버들을
는 언제 아기 그루트를
모두 보호하고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
죽는 장면을 보여준다.
게 만들어 진 것일까?

아이템 자료(☆) 및
모델
유의점(＊)
☆ 씨앗이
없는 식물의
꽃 PPT
자료, https://

기획

아기 그루트

▣ 학습문제 확인하기

https://www.
youtube.com/
watch?v+T72ukoB2QWs

가설: 꽃과 씨앗을 구하기 어려운 식물은 어떻게
번식을 할까?
▣ 꽃과 씨앗을 구하기
어려운 식물은 어떻게
번식하는가?
-‘꽃이 없는 식물들의
생각열기
번식기술은 무엇이 있
을까?
▣ 학습지를 활용하여
가설
식물번식과정을 이해시
제시
킨다.
및
▣ 탐색하기
방향
-뿌리번식 식물들 알아
설정
보기
-잎번식 식물들 알아
보기
-줄기번식 식물들 알아
보기
-씨앗번식 식물들 알아
보기
▣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설
영양 번식은 어떤 것이
검증
있을까?
및
생각
▣ 꺾꽂이키트를 활용
해결책 펼치기
하여 줄기로 번식방법
제시
으로 식물을 번식 시켜
보자.

www.youtube.com/
watch?v=ZkWV3I8WAAk

▣ 꽃과 씨를 구하기 어
려운데 어떻게 번식을
하나요?
- 씨앗이 있고 없는 것
이 있다.
- 씨앗 대신 다른 것으
로 번식한다.
▣ 학습지를 활용하여
식물번식과정을 이해시
킨다
▣ 탐색하기
- 뿌리, 줄기, 잎, 씨앗
등으로 번식하는 식물들
을 분류해보자.

▣ 영양 번식의 종류 알
아보기
- 줄기, 뿌리, 잎
▣ 삽목하는 방법 알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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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디자인

제작

【학습지】 1
식물번식
과정도

＊뿌리,
줄기, 잎으로
영양 번식
하는 식물
자료

▣ 학습지를 활용하여
▣ 학습지를 활용하여
줄기꽂이키트 구조 이해 줄기꽂이 키트구조를 이
해한다.
시킨다.
▣ 유튜브 영상을 통
해 다음 내용들을 알아
보자.
- 삽목키트를 조립하
는방
  법을 알아보자
-삽수를 만드는 바른
방법을 알아본다.
▣ 학습지를 활용하여 나
만의 줄기꽂이 키트 만들
어 보도록 한다.
▣ 삽목에서 뿌리가 나오
기까지 변화와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물은 자주 갈아준다.
- 뿌리가 나고 잎이 5장
이상 나오면 흙으로 옮겨
심어 주도록 한다.
▣ 식물번식 다양한 방법
에 대해 정리해보자.

▣ 일반적인 걲꽂이 방법
과 키트 꺾꽂이방법의 학
습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사람들
에게 알
리기&
피드백
듣기

생각
다지기

▣ 여러분이 만든 플랜스
틱 작품을 자랑해보세요
.
- 링크를 통해서 작성하
는 방법 알아보기

【학습지】 2
줄기꽂이 구
조도와 설
명도

▣ 유튜브 영상을 시청
한다.
* 키트를 조립한다.
* 삽수 잎의 위치 알아
보기
* 줄기를 자르는 위치
알아보기.
* 잎 정리법 알아보기.

＊유튜브 영
으로 키트를
만드는 방법
을 알아보자.
https://
youtu.be/
oFXlNp_
S98c

▣ 학습지를 활용하여 나
만의 줄기꽂이 키트 만들
어 보도록 한다.
▣ 뿌리가 날 때 까지 관리
하며 관찰을 한다.
- 물은 하루에 1번씩 갈아
준다.
- 뿌리가 나고 새 잎이 5
장 이상 나오면 흙으로 옮
겨 심어준다.

【학습지】 3
나만의 줄기
꽂이 키트 만
들어보기

☆줄을 자
주 갈아줘
야 하는 이유
(PPT)
＊잎이 물에
잠기면 쉽게
썩는다. 썩
은 잎과 줄기
는 물을 썩게
한다.

▣ 영양번식의 방법들에
대해 말해본다.
- 뿌리, 줄기, 잎을 통해
서도 번식을 한다.
▣ 위에서 배운 방법으로
삽목을 실시한다.
- 삽목 키트(플랜스틱)를
이용하여 내가 만든 삽목
수를 관찰한다.
▣ 내가 만든 플랜스틱 작
품 감상하기
- 패들렛을 이용하여 내
가 만든 작품을 자랑하고
느낀점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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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 입력
자료 링크
마케팅
홍보

https://
padlet.com/
charmleader/
bnufqpf96o3mr5wn

본시 평가계획
범주

지식

평가
계획

기술

성취 수준

방법

줄기꽂이에 관련된 지식을 잘 이해하었는가?

서면평가/
학습지

줄기꽂이에 관한 지식이 식물번식의 전체적 맥락으로 확장되
었는가?

상호평가/
학습지

자신이 만든 제작물의 기능 및 디자인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과 관찰평가/
잘 연결지어 이해하였는가?
학습지
자신의 제작물에 대한 개선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잘 반영하여 서면평가/
디자인하였는가?
학습지
이번 시간의 활동이 식물관련 과학의 흥미를 증가시켰는가?

태도

자기평가
/설문지

이번 시간의 활동이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자기평가/
있는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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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견 및 문제설정
▣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랙시에서 그루트가 멤버들을 모두 보호하고 죽은 장면
을 설명한다.
-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획해 본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한가지 기획법이 번식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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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제시 및 방향설정
▣ 꽃과 씨앗을 구하기 힘든 식물은 어떻게 번식하는가?
‘꽃이 없는 식물을 번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T: 기술)
- 종자번식(유성번식)을 하는 꽃식물 외에 관엽, 다육, 화목류 등과 같은 여러
해살이 화초류는 클론 (Clone)의 일종인 삽수(cuttings), 포기 등을 사용한다.  
- 식물의 꺽꽂이 등 영양번식이 가능한 과학적 원리와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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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를 이용하여 식물번식과정 이해하기
【학습지 2-1】    식물번식 과정도

1.아래의 그림은 식물의 번식 과정입니다. 줄기꽂이 키트가 도움을
줄 수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하여봅시다.

4
5

1

2
3

2. 줄기꽂이 키트의 어떤 부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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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사용하지 않는 식물의 영양번식법 중 꺽꽂이에 대한 다양한 기술개발에
관한 설명을 한다.

뿌리로 번식하는 방법(기술)

잎으로 번식하는 방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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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로 번식하는 방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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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 및 해결책 제시(디자인 및 제작)
▣ 학습지를 활용하여 줄기꽂이키트 구조 이해시킨다.
【학습지 2-2】 줄기꽂이 구조도와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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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꽂이 키트를 만들어 본다.
꺾꽂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키트를 디자인하고
활용해 본다.
  *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는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원예학습을 위해서
는 우수한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 꺽꽂이 키트를 바르게 조립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링크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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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를 활용하여 나만의 줄기꽂이 키트 만들어 보도록 한다
【학습지 2-3】 나만의 줄기꽂이 키트 만들어보기

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플랜스틱을 디자인 해보고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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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목에서 뿌리가 나오기까지 변화와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물은 자주 갈아준다.
  *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올 때까지 관찰하도록 안내한다.
  * 잎이 5장 이상 나오면 흙으로 옮겨심어 주도록 한다.

▣ 식물키트를 활용할 때 얻게 되는 식물관찰의 편리성과 학습효과에 관해서 이
야기 해 본다.
1. 키트교육의 특성을 살려 기존의 원예활동이 정해진 난이도와 완성도 등을 갖
는데 반해, 키트를 활용하면 난이도는 다양한 수준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삽목방
법, 꺾꽃이 꽂는 법, 식물의 양조절 등), 매뉴얼에 따라 꺾꽃이 삽수를 꽂고 채취
하고 배열할 수 있으므로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스팀교육에 있어 창의
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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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랜트 스틱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바닥에 닿지 않고 물위에 떠있어야 뿌리
가 엇 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으며,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두 원판의 사이 간격
을 좁힘으로써, 식물 별, 식물뿌리별 특성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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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랜트 스틱은, 삽목을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만들어낸 키트다. 물
론, 삽목용 키트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 분명 있다. 하지만 주로 모판흙에 심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터블 하지 않다. 삽목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건, 온도조건과 빛조건, 물조건등이다. 이런 조건들은 굉장히
예민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어야 한다. 그럴려면, 분명 우리의 가까이
에 존재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과정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교
사도 수업을 준비하기 어렵지 않아야 하고, 학생들도 이것을 만들고 해나가고,
이끌어 내는 과정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편리성이 전제되어야 삽목 수
업이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삽목키트 디자인은,  이러한 현실 문제의 근
본적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교구로 사용할 수 있다.
4. 삽목은 번식을 가르치기 위한 훌륭한 도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
렴하고 쉽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킨답서스를 사용했지만, 이를 꺾꽂이
를 해보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많은 지식을 가르칠 수 있다. 즉 플랜트스틱으로
삽목을 하고, 뿌리가 내리고 이를 흙화분에 심어주고 여기서 자라는 것을 나중
에 다시 번식을 시키는, 이런 농업의 순환성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플
랜트 스틱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에 이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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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랜트 스틱은 삽목 수업의 힘듦을 멋지게 디자인적으로 활용한 굿디자인
의 훌륭한 사례이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기에, 식물에 관련된 지식 이
상의, 농업의 순환성, 생명의 순환성, 생명 한 주기성 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적
으로 가르칠 수 있다. 또한 과학을 넘어서서, 다양한 농업 관련 직업과 산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알려주면, 스팀을 넘어선, 융복합적 문제해결능
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삽목 외에 다양한 종류의 영양번식방법을 이해한다.
- 접목, 조직배양, 포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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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스틱과 관련된 줄기꽂이 활동과 관련한 심화된 지식을 Q & A를 통해
서 해결한다.
Q 1. 모든 식물이 꺾꽂이가 가능한가요?
식물은 동물과 달리 무성번식과 유성번식방법을 모두 행하고 있습니다.
꺾꽂이는 그 중 무성번식에 해당하며 꺽꽂이는 여러해 살이 식물에서만 가능하
며, 그중에서도 초본식물보다는 나무와 같은 목본식물에서 주로 가능합니다.
Q 2. 물은 매일 주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물주는 횟수는 계절, 흙의 상태 및 온도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중 물을 쭐때는 흙이 마른 상태를 확인하고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
니다. 흙이 전체적으로 말랐을 때 물은 주어야 하며 매일 주어야 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Q 3. 꺾꽂이는 언제까지 키우는 건가요?
꺾꽂이를 하면 식물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뿌리가 나옵니
다(식물은 당겨보고 흙에서 빠지지 않으면 뿌리가 난것임). 뿌리가 나오고 새잎
이 3-4개 이상나면 옯겨심어도 될 만큰 성장한 것입니다. 반드시 옯겨 심지 않
아도 되지만 공간이 협소할 경우에는 옮겨 심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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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땅에서 키우는 거랑, 물에서 키우는 차이가 큰가요?
기본적으로 식물은 물에서만 자라는 특수한 식물(수생식물)을 제외하고
는 땅에서 자라는 것이 필요한 영양분을  흙에서  더욱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물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땅과 물에서 다 자랄 수 있는 식물이라도 오래 키우려
면 생육이 나빠지기 전에 흙에서 키우는 편이 좋습니다.
Q 5. 어떨때만 꺾꽂이를 해주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꺽꽂이는 건강한 식물을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꺽꽂이
는 씨앗을 얻기 힘든 식물(관엽, 목본식물 등)에서 합니다. 식물의 상태면에서
볼때는 줄기나 식물이 너무 웃자랄 때, 하나의 식물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닌
다수개체로 증식할 때, 돌연변이 특성을 유전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
꺾꽂이를 합니다.
Q 6. 공중뿌리는 무엇인가요?
공중뿌리는 영어로 aerial root라고 하며 열대우림과 같은 강우량이 높
고 스콜형태로 게릴라성 강우가 자주 내리는 지역에서 토양수분 외에 공중수분
을 흡수하기 위해서 생기는 특수형태의 뿌리입니다. 대개 습도가 높은 것을 좋
아하는 열대산 식물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Q 7. 식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대개 식물의 냄새는 뿌리가 과습이나 병충해로 인해 썩을 때 납니다. 이
를 위해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 과습이나 지나친 건조를 피하고, 화분 받침의 물
은 자주 갈아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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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알리기 & 피드백 듣기(마케팅 및 홍보)
▣ 제작된 삽목키트를 감상 및 홍보하기
- 제공된 Liveworksheet와 패들렛을 완성하면서 제작된 플랜트키트를 활용하
면서 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학습(CBPL)과정에서 기업 마케팅 과정(기획-개발-디
자인-제작-마케팅 및 들을 연계하면서 든 현실적인 다양한 생각을 통해 다양한
확산적 사고(스팀적 사고)를 주도록 한다.
- 패들렛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완성한 다양한 키트를 감상하고 서로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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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워크시트
https://www.liveworksheets.com/1-ou1321167ue

식물을 복제해보자!
___학년 ____반 이름 ______

1. 식물도 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가.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맨 끝잎과 끝에서 두 번째 잎이 만나는 곳이 첫 번째 마디입니다.
2. 두 번째 마디 아래에서 뿌리가 잘 나오기에, 그곳을 잘라줍니다.
3. 자를 때는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4. 줄기 쪽에 흙을 잘 털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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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명에 유의해서, 삽목키트를 활용해 봅시다.

1. 마디 순서를 파악해줍니다.

2. 두 번째 마디 위치를 찾습니다.

3. 두 번째 마디 ‘아래’를 잘라줍니다.

4. 잘라낸 가지들을 잘 걸쳐줍니다.

5. 흙은 잘 털어줍니다.

6.완성입니다. 뿌리를 잘 관찰해봅시다.

활동중에 떠오른 생각들은 간단하게 메모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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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만든 플랜트스틱을 사진으로 찍어서 패들렛에 올려봅시다.

https://padlet.com/charmleader/8nfbxo6ndlcn7viy

1.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2. 뿌리가 나오는 과정을 계속 관찰해보고, 뿌리를 잘 나오게 하는 게 하
는 나만의 비법을 공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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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랜트스틱 키트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Plant의 P를 본뜬 모양으로 식물이 고정되기
위한 걸쇠 역할을 해요.

식물들이 커 나갈 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성
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배치함.

밑에 복잡한 글자가 새겨진 이유는 꽃의 줄기
를 고정해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예요

여러 식물을 한꺼번에
심을 수 있어요

식물의 사이즈별로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다리에
칸을 여러개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끼우기 위한
공간 이예요

뿌리가 바닥에 닿으면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물에 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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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플랜스틱을 디자인 해보고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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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으로 자랑하기
https://padlet.com/charmleader/bnufqpf96o3mr5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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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꽂이하기 수업개요
프로그램명

꽃꽂이 하기(나는야 미래의 과학플로리스트)

적용학년/
시기

초등 5-6학년

관련과목

실과, 과학, 미술

스팀관련
사고

성취기준

문제발견
&
문제설정

기획

가설제시
&
방향설정

개발

꽃을 오래 볼 수 있다(가설제시) 및 방향설정

가설검증
&
해결책
제시

디자
인/제
작

가설검증(꽃꽂이 키트 만들기) 및 해결책 제시(꽃을

홍보하기
&
피드백
공유

마
케
팅

사람들에게 알리기와 홍보하기(라이브워크시트와 패

문제발견(꽃을 오래보는 방법) 및 문제설정(꽃이 빨리
시들지 않게 하는 방법)

오래 보관하는 다양한 방법 이해하기)

들렛 공유하기)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
화할 수 있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
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
천 방안을 제안한다.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
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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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및 활동의도
도시농업의 지속가능한 주제 중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해당하는 주제 중
하나로  ‘꽃을 어떻게 하면 오래 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 하에 수업을 진행하도
록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정 주제로서 꽃의 수명연장이나 식
물보존과 수명 등에 관한 주제는 다수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또한
일반인들도 원예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매우 관심이 많은 주제 이다. 따라서 이
러한 주제 하에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주제를 정함에 있어 자신의 체험 및 탐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탐구주제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 아동들에 있어 생활 속에서 꽃을 사용하거나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 해결방식을 의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진
로탐색을 함으로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분야를 스스로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한
다.

2. 주제 개요
창조적 문제 해결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 창조를 위한 주제로 ‘꽃을
어떻게 하면 오래 볼까?“라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꽃을 경험하면서 느낀 주제를
선택하여 이 발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를 창조하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과정은 문제해결학습(PBL: Problem Solving Learning)에 기반한 사고체계를
따르게 되며 이에 따라 ’꽃을 받아 보았으나 처치 곤란했던 경험, ‘꽃을 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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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 방법’, ‘꽃꽂이 키트 만들기’, ‘압화키트 만들기’ 및 SNS와 SW 기
술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이나 체험활동 등을 홍보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받는 과
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모델은 기획, 개발, 마케팅, 영업 등의 기업
아이템 개발모델을 따름으로서 다양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3. STEAM 과목요소
STEAM 요소

내용

S

꽃의 구조관찰과 절화수명연장 원리 이해하기  

T, E

꽃꽂이키트 조립의 원리 및 사방화(centerpiece) 꽂는 기술
이해하기

A

플로럴 디자인의 원리와 다양한 꽃꽂이 방법에 따른 키트
디자인 이해하기

M

사방화 구조에 따른 비율과 비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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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꽂이하기 지도안
지도
일시

단원명
학습주제

나는야 미래의
과학플로리스트

차    시

20  년  월     일 (   )요일
00교시
1~3/3

수업
모형

STEAM
교수 학
습 모형,
발견 학
습 모형

창의·
인성
요소

연결과목

과학(S),
기술(T),
예술(A)

지도
교사

1. 꽃꽂이의 간단한 기능을
익힐 수 있다.
학습목표
2. 아름답고 조화로운 꽃꽂
이를 할 수 있다.

0 학년
00 반

지도
장소

교과서

성취기준

지도
대상

사고의
수렴,
흥미,
호기심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
화할 수 있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
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
천 방안을 제안한다.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
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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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STEAM
학습
과정

문제
발견
및
문제
설정

교수·학습 활동
교사

학생

▣문제발견 - 꽃은 왜 오
래 피지 못하는 걸까?

▣ 동기유발 - 꽃은 왜 오
래 피지 못하는 것인지를
알아본다.

▣ 학습지를 통해서 식물
번식과정을 이해하기

▣ 학습지를 통해서 식물
번식과정을 이해하기

아이템 자료(☆) 및
모델
유의점(＊)

기획

【학습지】 1
식물번식 과
정도

개발

＊꽃이 시드는
다양한 과학적
이유를 알아
본다.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가설
제시 및
방향
설정

생각열기

▣ 탐색하기
- 꽂은 어떻게 해야 오래
볼 수 있을까?
- ‘꽃이 빨리 시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
을까?
  (T: 기술)
▣꽃을 균형감 있게 배
열하고 꽂는 방법을 알아
본다.

▣ 탐색하기
- 꽃꽂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
일까?
-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 바른 방법으로 꽃꽂이
를 실시한다.

디자인

▣ 균형감 있게 꽃을 꽂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설
검증 및
해결책
제시

생각
펼치기

▣ 꽃을 오래 보관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 드라이플라워 만들기
- 절화보존고 사용하기
- 보존화 만들기
  (A: 예술)

▣ 꽃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드라이 플라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
- 절화보존고 사용하기
- 보존화 만들기

▣ 학습지를 활용하여
▣ 학습지를 활용하여 꽃
꽃꽂이키트의 구조를 이 꽂이키트의 구조를 이해
한다.
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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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https://
padlet.
com/
charmleader/
ims0riu6lmhub00k
【학습지】 2
꽃꽂이 키트
구조도 & 설
명도

▣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음 내용들을 알아보자.
-동영상 꽃꽂이 키트를

▣ 유튜브 영상을 시청
한다.

바르게 조립한다.

＊유튜브 영
상을 시청하
면서 키트를
만드는 방법
을 알아보자.

- 같은 간격으로 줄기끼

* 식물키트에 예쁘게 꽃

리 서로 엇갈리게 끼워나

을 끼우는 방법
- 플로스틱 키트를 이용
하여 줄기를 꽂고 배열

간다.
- 꽃의 얼굴이 위를 향

https://
www.youtube.com/
watch?v=Zm3in2u64yA&feature=youtu.
be

하도록 배치한다.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꽃의 얼굴을 배열하여
아름답게 모양을 만드는

- 꽃아진 줄기의 길이를
조절하여 둥근 모습으로
만든다.

방법을 알아보자.
- 필러를 이용하여 전체
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방
법을 알아보자.

【학습지】 3
나만의 플랜
트 스틱 만
들기

▣ 학습지를 통해 나만의

▣ 학습지를 통해 나만의

꽃꽂이 키트 만들어 보기

꽃꽂이 키트 만들어 보도
록 한다.
사람들
에게 알
리기&
피드백
듣기

▣ 내가 만든 꽃꽂이 작품

▣ 제작된 꽃꽂이키트를
생각
다지기

감상하기

감상 및 홍보하기
- 링크를 통해서 작성하
는 방법 알아보기

마케팅

- 패들렛을 이용하여 내
가 만든 작품을 자랑하고
느낀점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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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https://
padlet.
com/
charmleader/
ims0riu6lmhub00k

본시 평가계획
범주

지식

평가
계획

기술

성취 수준

방법

꽃꽂이에 관련된 지식을 잘 이해하었는가?

서면평가/
학습지

꽃꽂이에 관한 지식이 식물번식의 전체적 맥락으로 확장되었
는가?

상호평가/
학습지

자신이 만든 제작물의 기능 및 디자인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과 관찰평가/
잘 연결지어 이해하였는가?
학습지
자신의 제작물에 대한 개선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잘 반영하여 서면평가/
디자인하였는가?
학습지
이번 시간의 활동이 식물관련 과학의 흥미를 증가시켰는가?

태도

자기평가
/설문지

이번 시간의 활동이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자기평가/
있는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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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견 및 문제설정
▣ 꽃을 키울 때 가장 문제가 되거나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려보도록 한다.
- 꽃을 키울 때 불편했던 점은 무엇일까?
- 꽃은 왜 오리 피지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본다.

꽃을 키울 장소의 부족

꽃 가격에 대한 부담

꽃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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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제시 및 방향설정
▣ 탐색하기(개발)
‘꽃이 빨리 시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T: 기술)  
- 꽃을 빨리 시들지 않게 하는 다양한 절화보전 기술로서 온도를 조절하는 방
법(절화보존고의 원리 설명), 절화수명 연장제 등 다양한 방법을 예로 들어 다양
한 기술개발에 관한 설명을 한다.
- 절화를 선물받고 나서 이를 효과적으로 오래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
다. 이때 한가지 기술로 선물받은 꽃다발 등을 드라이플라워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이때 식물키트가 효과적인 기술로 개발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도
록 한다.

절화수명 연장제

잎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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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낮추기
(절화보존고)

▣ 학습지를 이용하여 식물번식과정 이해하기
【학습지 3-1】    식물번식 과정도

1.아래의 그림은 식물의 번식 과정입니다. 줄기꽂이 키트가 도움을
줄 수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하여봅시다.

4
5

1

2
3

2. 줄기꽂이 키트의 어떤 부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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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 및 해결책 제시(디자인 및 제작)
▣ 꽃꽂이 키트를 만들어 본다.
꽃꽂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키트를 디자인하고 활용해
본다.
- 일반적인 꽃꽂이 방법에 비교하여 식물키트를 활용하여 꽃꽂이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스팀적 사고력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조립을 하며 다양한 꽃꽂이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는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원예학습을 위해서
는 우수한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많은 원예수업
의 특성상, 이를 위한 키트 개발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임을 안다.

▣ 꽃꽂이스틱(서울교대 자체 개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다음 내용들을 알고
제작해 본다.
꽃꽂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키트를 디자인하고 활용해
본다.
- 꽃꽂이 스틱 키트를 이용하여 줄기를 꽂고 배열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꽃의 얼굴을 배열하여 아름답게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 필러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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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를 활용하여 꽃꽂이키트 구조 이해시킨다.
【학습지 3-2】 꽃꽂이 구조도와 설명도

4. 플로스틱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flower의 f를 본뜬 모양으로 꽃이 고정되기 위
한 걸쇠 역할을 해요.

가운데 구멍이 크게 뚫려 있
는 이유는
가운데에서 큰 꽃을 끼우기 위
해서예요.

꽃이 최대한 넓게 퍼져 있기 위해서 f의 길
이가 조금씩 달라요되기 위한 걸쇠 역할을
해요.
밑에 복잡한 글자가 새겨진 이유는 꽃의 줄기
를 고정해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예요

다리를 끼우기 위한
공간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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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드라이 플라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드라이 플라워를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 일반적으로 드라이 플라워를 만드는 방법외에 플로스틱을 활용하여 드라이
플라워를 만드는 용이성과 보다 더 절화보전에 알맞은 형태의 플로스틱 모양을
구상해본다.

* 일반 꽃꽂이와 비교한 꽃꽂이 키트의 스팀적 특성
    - 매우 흔한 원예활동 중 하나인 꽃꽂이는 꽃을 일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
닌 꽃을 생명과 미의 대상으로 으로 관찰하고 이를 통해 꽃을 생명으로 느끼게
하는 훌륭한 스팀 프로그램이다. 기존 과학 수업에서는 꽃을 보지도 못한 채 수
업을 진행하고는 하는데, 이렇게 꽃을 스팀수업의 대상으로 삼고 꽃을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꽃꽂이활동은 이런 면에서 매우 창의적일 수 있다.
   - 그러나 꽃꽂이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매우 섬세한 기술을 요하며, 아
직은 일부 전문가들이 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특히 꽃꽂이 키트를 활용
함으로서 높은 꽃꽂이 기술 대신 매뉴얼화 된 꽃꽂이를 쉽게 할 수 있고, 키트
특성인 수준별 활동으로 난이도가 조절되는 꽃꽂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일
반 꽃꽂이와 비교할 때 매우 특성적인 수업 및 스팀교육도구로서의 활용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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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꽃꽂이 키트활동은 다음과 같은 스팀교육과의 연관성 및 일반 꽃꽂이 활
동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1) 손쉬운 수업을 개발한다
2) 꽃을 저렴하게 보급한다.
3) 꽃을 활용하는,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만든다.
  이것의 결과물이 바로 플로스틱인 것이다.플로스틱이 단순한 디자인의 수업이
아닌 스팀교육이 될 수 있응 이유는 특히 수업을 통해서 ,꽃이라는 중요한 소재
가 수업의 대상으로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우선 중요하며 꽃을 통해서, 직접 꽃
을 보고나서야 꽃이 번식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 꽃이 왜 예쁜가? 왜 색이 그토록 아름다운가? 왜 원색이 번식에 관련된 지식
으로 연결시킨다. 이러한 현실의 지식이야말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훌륭한 스
팀교육이다.

스파이럴이 아닌 수직꽂이 형태의 난이도 조절이 되는 플로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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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꽂이를 다양한 변형으로
할 수 있는 조절키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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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를 활용하여 나만의 꽃꽂이 키트 만들어 보도록 한다
【학습지 3-3】 나만의 꽃꽂이 키트 만들어보기

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플로스틱을 디자인 해보고
그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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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플라워 외에도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본
다.
- 절화보존고 사용(온도 낮추기)
- 보존화 만들기

▣ Q &A 를 통해 꽃꽂이 활동(플로스틱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심화된 지식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스팀적 확산적 사고를 하도록 한다.
Q 1. 꽃꽂이를 하면 꽃을 오래 볼 수 있나요?  
꽃꽂이에 사용하는 꽃을 절화(cutting flower)라고 합니다. 절화에는 절
화수명이 있어서 대개 꽃의 품종별, 온도, 산소(수분내 용존산소) 등에 따라 절
화수명은 달라집니다. 꽃꽂이를 할때는 절화수명이 긴꽃, 비교적 낮은 온도
(20-25이하)보관, 충분한 용존산소량(꽃꽂이 물 갈아주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
다. 그 외 시중에 파는 절화수명연장제는 효과가 있으나 환경에 좋지않고 절화
를 꽂아두는 물에 호흡원으로 설탕성분(sucrose)을 소량 첨가해주는 것도 효과
가 있습니다.
Q 2. 꽃꽂이를 할 때 줄기를 자르는게 꽃에 상처를 주는건 아닌가요?
줄기를 자르면 당연히 꽃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꽃꽂이 용 소재는
타 산업용소재와 같이 생태계의 일부라기보다는 산업용으로 재배된 꽃인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생활속에서 활용해야 꽃산업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업
에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줄기를 자를 때는 절화수명을 길게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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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대신 중요합니다. 절화를 길게 보기 위해서는 물관의 면
적을 넓히기 위해 비스듬히 자른 다던가, 줄기 절단면을 살짝 태워서 절단면의
미생물 감염을 막는 등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Q 3. 꽃이 시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꽃은 절화수명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시들게 됩니다. 시든 꽃을 활용하는
산업적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학교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
가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꽃퇴비나 비료 만
들기와 같은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Q 4. 물은 얼마나 자주 갈아주어야 하나요?
물에 식물을 꽂아두면 시일이 지남에 따라 물이 혼탁해지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식물종류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식물을 꽂
아 둔 물이 색이 변하지 않을 때 물을 갈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Q 5. 꽃꽂이 하다가 상처가 난 꽃들은 어떻게 하나요?
꽃꽂이 할때는 가능한 꽃 자체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꽃에 상
처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꽃이 긁히거나 꽃잎이 부러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바
로 제거해서 손질하는 것이 좋고 꽃꽂이 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시든 꽃잎과 같
은 경우도 눈에 띄는 대로 제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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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알리기 & 피드백 듣기(마케팅 및 홍보)
▣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지로 성취도를 평가한다.

▣ 제작된 삽목키트를 감상 및 홍보하기
- 제공된 Liveworksheet와 패들렛을 완성하면서 제작된  플로키트를 활용하
면서 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학습(CBPL)과정에서 기업 마케팅 과정(기획-개발-디
자인-제작-마케팅 및 들을 연계하면서 든 현실적인 다양한 생각을 통해 다양한
확산적 사고(스팀적 사고)를 주도록 한다.
- 패들렛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완성한 다양한 꽃꽂이 작품을 감상하고 서로 느
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 116 -

라이브 워크시트
https://www.liveworksheets.com/1-nd1316327nc

꽃꽂고 신나게 놀아보자!
___학년 ____반 이름 ______

1. 꽃을 예쁘게 꽂아봅시다. 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가. 꽃을 예쁘게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줄기는 서로 교차하게 만든다. (스파이럴 핸드타이 기법)
2. 꽃의 간격이 일정하게 한다. 한바퀴 돌리고 나면 가운데를 꽂는다.
3. 얼굴이 큰 꽃은 1~2개를 사용한다.
4. 꽃에도 얼굴과 뒤통수가 있다. 뒤통수끼리 맞닿게 한다.
5. 전체적인 모양은 낮고 동그란 아이스크림 처럼 만든다.
6. 메인 꽃들 사이로 빈 공간에는 필러를 넣어서 채워준다.
7. 필러는 꽃보다 낮게 사용한다.
8. 줄기는 비스듬하게 잘라서 물이 잘 오르게 한다.
9. 꽃병의 물을 자주 갈아준다. (하루에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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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순서에 맞게 플로우 키트를 만들어 봅시다.

1. 모든 부품들의 앞뒤 비닐을 벗겨주세요.

2.한 칸짜리 다리를 큰 판에 연결해주세요.

4.세 번째 다리를 넣기 전에 작은 판의 구멍에 세
칸 다리를 통과시켜 끼워주세요.

3.두 번째로 다른 다리를 큰 판에 끼워주세요.

5.마지막 다리를 구멍에 통과시켜주세요.

6.큰 판과 작은 판의 구멍에 조심해서 밀어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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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만든 플로우스틱을 사진으로 찍어서 패들렛에 올려봅시다.
https://padlet.com/charmleader/ims0riu6lmhub00k

1.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2. 꽃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볼 수 있는지 나만의 비법을 공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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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로스틱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flower의 f를 본뜬 모양으로 꽃이 고정되기 위
한 걸쇠 역할을 해요.

가운데 구멍이 크게 뚫려 있
는 이유는
가운데에서 큰 꽃을 끼우기 위
해서예요.

꽃이 최대한 넓게 퍼져 있기 위해서 f의 길
이가 조금씩 달라요되기 위한 걸쇠 역할을
해요.
밑에 복잡한 글자가 새겨진 이유는 꽃의 줄기
를 고정해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예요

다리를 끼우기 위한
공간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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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플로스틱을 디자인 해보고
그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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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으로 자랑하기
https://padlet.com/charmleader/ims0riu6lmhub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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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엽식물 물주기와 공간장식하기 수업개요
프로그램명

관엽식물 물주기와 공간장식하기

적용학년/시기

초등 5-6학년

관련과목

실과, 과학
문제발견
&
문제설정

식물관리를 위해 물은 어떻게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
기획

문제발견), 식물종류별로 물주는 방법의 차이 는 무엇
일까?(문제설정)
식물마다 물주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가설제시), 식물종

가설제시
&
방향설정

개발

류별로 수분특성과 물주는 방법을 이해한다. 또한 관엽식
물을 활용하여 플랜테리어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방향
설정).
로샤스 키트를 이해하고 조립해본다(가설검증), 로샤르 키

스팀관련
사고

트의 관수조절 기능을 이해하고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식

가설검증
&
해결책
제시

디자
인/제
작

물에 물을 편리하게 주는 도구나 방법을 이해한다. 플랜테
리어 트랜드도 이해한다(해결책 제시)
로샤스 활동과 관련한 심화된 지식을 Q&A를 통해 해결한
다(해결책 제시2)

홍보하기 &
피드백공유

성취기준

마
케
팅

사람들에게 알리기와 홍보하기(라이브워크시트와 패
들렛 공유하기)

[4과05-02] 식물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3-02] 식물의 한살이 관찰계획을 세워 식물을 기르면서 한살이
를 관찰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
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
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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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및 활동의도
도시농업의 지속가능한 주제 중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해당하는 주제 중
하나로 ‘관엽식물 물주기와 공간장식하기’는 스팀적 문제해결학습을 위한 주제
로서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 속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도
록 교육적으로 고안된 식물재배교육용 키트로 특별한 주제라기 보다는 식물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확산적 사고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이
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식물의 재배가 단순한 학습이 아닌 스팀화 하는데
있어 이러한 식물 재배용 키트의 도움을 절대적이며 다양한 CBPL 과정을 학습
하고 스팀 확산적 사고를 주기위한 매우 적절한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주제 하에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주제를 정함에 있어 자신의 체험
및 탐구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탐구주제
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 아동들에 있어 생활 속에서 꽃을 사용하거나

2. 주제 개요
창조적 문제 해결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 창조를 위한 주제로 ‘관엽
식물 재배하기“이라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꽃을 경험하면서 느낀 주제를 선택하
여 이 발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를 창조하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과정은
문제해결학습(PBL: Problem Solving Learning)에 기반한 사고체계를 따르
게 되며 이에 따라 ‘씨앗이 생기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씨앗으로 번식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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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알아보기’, ‘ 강낭콩의 생장원리 알아보기’, ‘씨앗번식과 관련된 다양한 원예
식물과 관련 방법 알아보기’,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기까지 과정 알아보기’ 등과
같은 수업내용이나 체험활동 등을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모델은
기획, 개발, 마케팅, 영업 등의 기업 아이템 개발모델을 따름으로서 다양한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3. STEAM 과목요소
STEAM 요소

내용

S

식물의 형태와 종류벌로 다른 물주기 방법과 원리 이해하기

T, E

로샤스 헥사 키트 조립원리 및 씨앗파종 기술 이해하기

A

식물을 공간에 장식하는 방법에 따른 키트 디자인 이해하기

M

공간면적에 따른 키트 디자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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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엽식물 물주기와 공간장식하기 지도안
지도
일시

단원명
학습주제

플랜테리어가 뭐예요?
(관엽식물 물주기와 공간꾸
미기)

차    시

20  년  월     일 (   )요일
00교시
1~3/3

수업
모형

STEAM
교수 학
습 모형,
창의적
문제해
결 학습
모형

창의·
인성
요소

연결과목

과학(S),
예술(A)

지도
교사

1. 공기정화 식물을 예쁘
게 만들어서 집안을 장식해
보자.
학습목표
2. 식물 관리를 위해 물주기
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
보자.

0 학년
00 반

지도
장소

교과서

성취기준

지도
대상

사고의
수렴,
흥미,
호기심

[4과05-02] 식물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3-02] 식물의 한살이 관찰계획을 세워 식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
찰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
화할 수 있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
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
천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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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STEAM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사

학생
▣ 동기유발
- 물을 줘도 죽으면 어쩌
란말야?
- 마르면 물을 더 줘야지
요.
- 저도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 벌컥 마시면 더 목마
를 때가 있어요.
- 그냥 방치한다.

▣ 동기유발
- 물을 주는데 말라죽는
유칼리툽스

문제
발견
및
문제
설정

▣ 학습문제 확인하기

아이
템
모델

자료(☆) 및
유의점(＊)

☆ 유칼립투스
가 물을 많이 주
기획 면 과습으로 죽
는 이유 자료
(ppt)

식물 관리를 위해 물주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생각열기

가설
제시 및
방향
설정

▣ 탐색하기
-  식물마다 물을 주는 방
법과 양이 달라요
* 선인장류 물주는 방법
은 물을 한번 통과시켜주
고, 한 달 정도 물을 안 준
다.
* 관엽식물류 물주는 방
법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고, 겉흙을 손으로 한
마디 정도 찔러서 마르면
준다.
* 유칼립투스는 물을 너
무 자주 주면 뿌리가 과
습으로 죽어서 잎이 마른
다. 물을 주고 나서 빨리
마르도록 바람(환기)도 불
어준다.
* 동양란은 물을 한 번에
쓱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
되 흠뻑 젖도록 주고, 뿌
리에 바람이 통할 수 있
도록 바람을 쐬어 주는 것
이 좋다.
* 그 외에도 너무나 다양
해요

▣ 탐색하기
- 선인장류 물주기 방법
알아보기
- 관엽식물류 (열대식
물) 들의 물 주기 방법 알
아보기
- 지중해성 기후의 식물
들의 물 주기 방법 알아
보기
- 겨울철 물주기 방법 알
아보기
- 동양란의 물주는 방법
알아보기
- 식물마다 줄 주는 주기
와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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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들의 원
산지와 특성에
따라 물 주는 원
개발
리와 방법이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물 주는 주기는 얼마가
적당한지 찾아보자.
▣ 내가 키우는 식물의
- 원산지의 기후 조건에
물 주는 주기와 특성 알
따라 다르다.
아보기
▣ 잎의 모양에 따라 물
- 나의 식물은 어디서 온
주는 주기가 달라진다.
것일까?
- 두툼하고 통통한 것은
▣ 잎의 모양으로 추론
자주 주지 않아도 물을 보
하기
관한다.
- 잎이 두툼하고 통통한
▣ 물을 주는 주기를 어떻
지 얇은지 알아보자.
게 표시할까?
▣ 물을 주는 주기는 어떻 - 달력에 표시한다.
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까? - 식물 이름표에 표시한
다.

가설
검증 및
해결책
제시

생각
펼치기

▣ 유튜브 영상을 통
해 다음 내용들을 알아
보자.
* 로자스 헥사 키트를
만들어보자.
- 로자스 헥사 키트를
이용하여 물주기 주기
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
아보자.
- 물주기 주기를 표기
하여 물 관리를 해보자.
▣ 일반적인 관엽식물
의 관리 방법을 헥사키
트를 통해 알아보자.
- 스킨답서스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준다. 헥사
키트를 활용하여 관수주
기를 표시한다.
- 작은 화분일수록 물을
자주 주는 것이 좋다.
- 줄기가 길어지면 2~3
번째 마디를 잘라서 삽
목이나 물꽂이를 해준
다.

＊식물의 생
김새와 원산
지에 따라 물
주는 시기와
양을 달리 할
수 있음을 알
려주는 표
(ppt 자료)

▣ 유튜브 영상을 시청
한다.
＊유튜브 영

*로자스 헥사를 직접
상을 시청하면
조립하는 방법을 알아
서 키트를 만
디자인
드는 방법을
보자.
/제작
알아보자.
- 식물을 끼워넣고 식
물의 생육 조건에 맞는
위치에 식물을 배치하도
록 계획 한다.

▣ 내가 키우는 스킨답
서스에 대해서 알아보
자.
- 물은 일주일에 1~2번
씩준다.
- 물을 주는 요일을 로
자스 헥사에서 표기한
다.
- 줄기가 길어지면 늘
어진 줄기를 잘라 삽목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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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줄
기를 잘라줘
야 하는 이유
(PPT)
＊줄기가 길
어지면 영양
분이 멀리까
지 이동하기
에 어렵다.
옮겨심지 않
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서 작게 키우
기가 좋다.

▣ 로자스 헥사 화분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
에게 알
리기
& 피드
백하기

생각
다지기

▣ 물을 언제 줘야 하
나요?
▣ 여러분이 만든 로자
스헥사 작품을 자랑해
보세요.
- 링크를 통해서 작성
하는 방법 알아보기

▣ 위에서 배운 방법으
로 로자스 헥사를 만들어
본다.

▣ 식물마다 주는 시기가
달라요.
- 내가 심은 식물이 원
하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마케팅
및홍
보

▣ 내가 만든 로자스 작
품 감상하기
- 패들렛을 이용하여 내
가 만든 작품을 자랑하고
느낀점도 적어보자.

https://
padlet.com/
charmleader/8nfbxo6ndlcn7viy

본시 평가계획
범주

지식

평가
계획

기술

성취 수준

방법

관엽식물키우기에 관련된 지식을 잘 이해하었는가?

서면평가/
학습지

관엽식물키우기에 관한 지식이 식물번식의 전체적 맥락으로
확장되었는가?

상호평가/
학습지

자신이 만든 제작물의 기능 및 디자인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과 관찰평가/
잘 연결지어 이해하였는가?
학습지
자신의 제작물에 대한 개선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잘 반영하여 서면평가/
디자인하였는가?
학습지
이번 시간의 활동이 식물관련 과학의 흥미를 증가시켰는가?

태도

자기평가
/설문지

이번 시간의 활동이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자기평가/
있는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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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견 및 문제설정
▣ 식물관리를 위해 물주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알아본다.

가설제시 및 방향설정
▣ 탐색하기(개발)
식물마다 물주는 방법과 양이 다름을 이해한다.
- 선인장류 물주는 방법:
  선인장은 열대사바나 원산으로 강한햇빛과 더불어 물주는 방법이 독특하다.
선인장이 사는 기후인 사바나 지역은 연간 강우량이
30mm이하이며, 토양수분은 건조하게 유지하되, 상대습도는 60-7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수분은 자주 주지 않되 분무는 자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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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엽식물 물주는 방법:
  관엽식물은 열대우림(tropical rain forest)원산으로 반 그늘 정도의 광도와 더
불어 많은양의 수분을 필요로 한다. 즉, 이는 수분요구도가 높아서 물을 자주 주
게 되며 수시로 분무를 하여 상대습도를 높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난류 물주는 방법:
  난은 크게 동양란과 서양란으로 구분된다. 양쪽다 토양 통기성이 매우 크며 수
분요구도는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난은 통기성이 좋고, 공극이 큰 난석에 심고
환풍을 잘 시켜주며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난의 뿌리를 살펴 보면 수분요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뿌리의 형태가 뿌리털이 없고 가는 팔라멘트 모
양의 뿌리가 있어 과습에 취약하다(뿌리가 큰 식물: 수분요구도 높음, 뿌리가 작
은 식물: 수분요구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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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 및 해결책 제시(디자인 및 제작)
▣ 유튜브 영상을 통해 종자발아키트 조립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로샤스 핵사 키트를 만들어보자
- 로샤스 핵사키트를 이용하여 물주기 주기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러
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와 일반적인 방법으로 물을 줬을 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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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샤스 핵사키트를 활용하여 물주기 주기를 표시하고 물관리를 해보자. 이때
키트로 제작한 관수용 캘리터를 셋트로 수업에 활용하면 물주기 교육을 더욱 효
과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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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키트를 활용할 때 얻게 되는 식물관찰의 편리성과 학습효과에 관해서 이
야기 해 본다.
1. 일반적으로 식물 물주기는 그 과정자체가 과학적 사고 및 생명존중과 사회
성, 인성함양까지 매우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식물 물주
기는 생각 외로 간단하지 않고 또 물주는 습관을 교육적으로 길러서 학습을 하
는 바람직한 방법모색이 매우 필요하다.  식물에 따라 바른 물주기는 식물생육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로샤스 핵사키트를 활용함으로서 식물관수주기를 개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
고 물주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다. 또한 키우고 있는 관엽식물을 공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잉형태로 공중에 매달아서 키울 수 있는 디자인적 잇점
도 있어 학습에 핵사키트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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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를 활용하여 로샤스 키트 구조를 이해시킨다.
【학습지 4-1】 로샤스 키트 구조도와 설명도

4. 로자스헥사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로자스헥사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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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스헥사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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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를 활용하여 나만의 로샤스 키트 만들어 보도록 한다.
【학습지 4-2】 나만의 로샤스 키트 만들어보기

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플랜스틱을 디자인 해보고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로자스헥사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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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스헥사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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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알리기 & 피드백 듣기(마케팅 및 홍보)
▣ 제작된 로샤스 핵사키트를 감상 및 홍보하기

▣ 제작된 삽목키트를 감상 및 홍보하기
- 제공된 Liveworksheet와 패들렛을 완성하면서 제작된 로샤스 키트를 활용
하면서 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학습(CBPL)과정에서 기업 마케팅 과정(기획-개발-디
자인-제작-마케팅 및 들을 연계하면서 든 현실적인 다양한 생각을 통해 다양한
확산적 사고(스팀적 사고)를 주도록 한다.
- 패들렛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완성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서로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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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워크시트
https://www.liveworksheets.com/1-kg1316127tp

어떤 식물이 공기정화가 가능한가?
___학년 ____반 이름 ______
1. 다음 식물 중 실내에 심어서 공기정화가 잘 될 것 같은 식물을 예상해서 순위를 매겨
봅시다.

소나무

스킨답서스

상추

산세베리아

수초(물풀)

가. 1등부터 왼쪽에 오도록 식물 이름을 드래그하여 배치해봅시다.

힌트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빛이 아주 많이 필요해서 그늘진 실내에서 살 수
없어요. 스킨답서스처럼 열대에서 온 식물들이 실내에서도 광합성을 잘 합
니다.

2. 다음 순서에 맞게 식물 키우기 키트를 만들어봅시다.

1.재료를 확인해 주세요.(큰프레임 2, 화분 받
침 1, 고리 1, 갈빗살 6, 핀 8)

2.큰 틀의 구멍이 같은 위치에 놓이도록 2개
를 겹쳐 주세요

- 140 -

4. 아래쪽에 네모난 구멍 2개 사이로 화분 받
침대를 그림처럼 끼워주세요.

3.동그란 구멍 2개를 고리로 연결해주세요.

5.큰 고정핀의 비닐을 제거한 뒤에 구멍 사이
로 끼워주세요.

6.꼭 끼워져서 빠지지 않도록 위에서 아래방향
으로 끼워주세요.

7.1번 핀 2개를 준비해주세요. (숫자가 작을수
록 길이가 길어요.)

8.앞 뒷면의 비닐을 제거한 뒤 아래구멍에 끼
워주세요. (핀 방향주의)

10.다른 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핀을 끼워주세
요.

9.핀을 고정시키는 핀을 구멍에 끼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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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 핀과 3번 핀도 위의 방법과 같이 끼워
주세요.

12.모두 끼우면 위 그림과 같이 완성이 됩니
다.

13.화분 받침 부분에 준비된 화분을 끼워주세
요. 완성입니다.

가. 내가 만든 로자스 화분에 넣어서 키우고싶은 식물은 무엇인가요?

스킨답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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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산세베리아

허브류

3. 내가 만든 로자스 화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패들렛에 올려봅시다.
https://padlet.com/charmleader/ims0riu6lmhub00k

1.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2.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중 식물의 잎이 하는 일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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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자스헥사의 각 부분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 부분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봅시다.

로자스헥사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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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스헥사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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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플랜스틱을 디자인 해보고
그렇게 디자인 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로자스헥사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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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스헥사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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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으로 자랑하기
https://padlet.com/charmleader/8nfbxo6ndlcn7v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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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키트를 활용한 식물 생육환경 진단하기 수업개요
프로그램명

식물도 감기에 걸리나요?

적용학년/시기

초등 5-6학년

관련과목

실과, 과학, 미술

스팀관련
사고

성취기준

생각열기

문제발견(식물관리를 위해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하
는 것이 효과적일까?) 및
문제설정(식물종류별로 온도 관리 방법의 차이 이
해하기)

생각펼치기

가설검증 식물 만들기) 및 해결책 제시(키트수업
의 차별성,관엽식물 물주는 방법과 장식하는 방
법 이해하기)

생각다지기

사람들에게 알리기와 홍보하기(라이브워크시트와
패들렛 공유하기)

[4과13-02] 식물의 한살이 관찰계획을 세워 식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
찰할 수 있다.
[4수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
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6수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
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6실05-08]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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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개발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램 코딩하기

보드
wifi
아두이노
보드 nodeMCU
nodeMCU
개발 언어를
wifi
esp8266
보드사용한
회로
esp8266
보드사용한
회로
사용한 도
프로그램
코딩하기
구성하기
도 구성하기

각각의 센서를 연결지어
작동이 가능한 회로도
구성하기

SSD1306 OLED를 이용한
실시간 화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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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T 온습도 센서를 이용한
온습도 측정

PMS5003
미세먼지
센서
아두이노
보드 nodeMCU
개발 언어를
wifi
를 이용한
PM2.5코딩하기
수준의
esp8266
보드사용한
회로
사용한
프로그램
미세먼지
측정
도 구성하기

토양습도 센서를
이용한 토양수분 측정

wifi 통신을 활용한
데이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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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층으로 이뤄진
부품을 이용하여 직접
하우징 만들기

얼굴을
형상화한
OLED
아두이노
보드 nodeMCU
개발 언어를
wifi
화면에
습도 코딩하기
미세먼지
esp8266
보드사용한
회로
사용한 온도
프로그램
데이터
배치
도 구성하기

회로 기판을 배에 감추고
덮개를 덮어 생활 방수 처리

다층구조 하우징을 이용하여
내부 센서의 배치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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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부분에 토양수분센서
를 배치하여 흙속에 들어가
는 부분을 강하게 고정하고
표면 부분의 수분을 측정

센서
하단부의
다리쪽
구멍
아두이노
보드
nodeMCU
개발
언어를
wifi
을 통하여
미세먼지
농도
esp8266
보드사용한
회로
사용한
프로그램
코딩하기
측정
도 구성하기

5v 입력용 USB 케이블과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이용한 전원 공급

물주기 할 때 물에 젖지
않도록 우비(덮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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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통신과 firebase
서비스를 활용하여 센서로
센싱한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로 수집

아두이노
보드 nodeMCU
개발
언어를
wifi
firebase의
데이터를
활용
esp8266
보드사용한
회로
하여 Flutter로
앱 제작
사용한
프로그램
코딩하기
도 구성하기

내가 키우는 식물의 이름을 검색
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이름이 입력됨과 동시에 식물에
맞는 생육 데이터가 나온다.

현재의 온도, 습도, 토양습
도를 알아 알아볼 수 있으며,
차후 필요에 따라 물주기 버
튼을 이용하여 수중펌프로
물을 일정량 줄 수도 있다.

- 154 -

그래프는 기온과 습도 토양
수분 미세먼지등
다양한 데이터를
일,주,월 간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통하여 식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 nodeMCU
개발 언어를
wifi
그린펫 성장일기
버튼을
클
esp8266
보드사용한
회로
사용한 프로그램
코딩하기
릭하면도내가
가꾸고 있는
구성하기
식물의 상태를 기록하는
기록장으로 패들렛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App 내용 설명
일반적으로 스마트식물키트라 하면 관수와 통풍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시
스템을 말하거나, 온습도, 토양센서와 물주기펌프를 달고 있는 구조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시스템은 공통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식물을
키우려고 한다. 즉, 물이 없으면 물을 준게 만든다거나, 온도가 낮으면 히터를
틀어주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식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오
히려 무관심에 가깝게 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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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더욱 의지하게 되고, 이것이 없으
면 식물을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갖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식물의 생육 조건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고, 그 상태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식물에게 관심을
쏟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식물의 기본적인 생육 조건을 제시하고, 나에게 맞는
식물에 대해 조사를 한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준과 가설을 학생들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내 식물에게 적합한 온도와 습
도, 토양습도와 물 주는 주기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사용자화하여 알람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키트인 것이다.
  이 키트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치로는 아두이노와 센서류를 사용했으며, 이러
한 장치를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와이파이 장치를 통하여 firebase에 실시간으
로 보여주고, 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시 앱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flutter로 코딩을 하고, 휴대폰에 직접 설치하여 다룰 수 있는 apk 파일을 빌드하였
다.
  이에 사용된 장치와 프로그램들은 코딩 교육에 활용되기에 너무나 전문가적인
수준의 지식을 요하며, 실제로 수업에 활용될 내용은 이 스마트 진단장치를 이
용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물의 상태를 진단하도록 문제의 기준을 설정
하고, 가설을 세우고, 직접 검증해보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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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코딩을 위한 아두이노 코딩 소스는 다음과 같다.
#include <ESP8266WiFi.h> //esp8266 라이브러리
#include <FirebaseArduino.h> //파이어베이스 라이브러리
#include <Wire.h> //통신 라이브러리
#include <ACROBOTIC_SSD1306.h> //oled 라이브러리
#include “DHTesp.h” //온습도센서 라이브러리
#include <DallasTemperature.h> //방수온도센서 라이브러리
#include <OneWire.h> //디지털온도센서 라이브러리
#include “PMS.h” //미세먼지센서 라이브러리
#define ONE_WIRE_BUS 12 //디지털온도센서 gpio 12
#define FIREBASE_HOST “smartgarden-nodemcu.firebaseio.
com” // 파이어베이스 주소
#define FIREBASE_AUTH “VDcDjeGiViurj7jxiPVROJGTPGsPCTXweaAMyYMp” // 파이어베이스 암호
#define WIFI_SSID “olleh_WiFi_261E” // 접속 와이파이 이름
#define WIFI_PASSWORD “0000009622” // 접속 와이파이 비번
DHTesp dht; //레퍼런스
PMS pms(Serial);
PMS::DAT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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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ire oneWire(ONE_WIRE_BUS);
DallasTemperature soilTemperature(&oneWire);
bool Motor;
int soilMoisture_pin = A0; //아날로그 A0 핀 연결
int soilMoisture;
int motorENA = 0;
int motorIN1 = 13;
int motorIN2 = 15;
void setup()
Serial.begin(9600);
Serial1.begin(9600);
delay(1000);
WiFi.begin(WIFI_SSID, WIFI_PASSWORD);
Serial.print(“Connecting to “);
Serial.print(WIFI_SSID);
while (WiFi.status() != WL_CONNECTED)
Serial.print(“.”);
delay(500);
Serial.println();
Serial.print(“Connected to “);
Serial.println(WIFI_SSID);
Firebase.begin(FIREBASE_HOST, FIREBASE_AUTH);
Serial.print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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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Temperature.begin();
dht.setup(14, DHTesp::DHT11); // GPIO14
Wire.begin();
pinMode (motorENA, OUTPUT);
pinMode (motorIN1, OUTPUT);
pinMode (motorIN2, OUTPUT);
oled.init();
oled.clearDisplay();

// Initialze SSD1306 OLED display
// Clear screen

oled.setTextXY(0,0);

// Set cursor position, start of line

0
oled.putString(“plant status”)
void motorOn ()
digitalWrite(motorENA, HIGH);
digitalWrite(motorIN1, LOW);
digitalWrite(motorIN2, HIGH);
void motorOff ()
digitalWrite(motorENA, LOW);
digitalWrite(motorIN1, LOW);
digitalWrite(motorIN2, LOW);
void loop()
delay(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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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humidity = dht.getHumidity();
float temperature = dht.getTemperature();
soilMoisture = analogRead(soilMoisture_pin);
soilMoisture = map(soilMoisture,750,180,0,100);
soilTemperature.requestTemperatures();
float soilTemp = soilTemperature.getTempCByIndex(0);
float fineDust = 0;
Motor = Firebase.getBool(“MotorState/switch”);
if(Motor == true){
motorOff ();
if(Motor == false)
motorOn ();
Serial.print(“Status: “);
Serial.print(dht.getStatusString());
Serial.print(“\t”);
Serial.print(“Humidity (%): “);
Serial.print(humidity, 1);
Serial.print(“\t”);
Serial.print(“Temperature (C): “);
Serial.print(temperature, 1);
Serial.print(“\t”);
Serial.print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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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print(“Moisture : “);
Serial.print(soilMoisture);
Serial.print(“\t”);
Serial.println();
Serial.print(“Temperature is: “);
Serial.println(soilTemp);
if(pms.readUntil(data)) {
fineDust = data.PM_AE_UG_2_5;
Serial1.print(“PM 2.5 (ug/m3): “);
Serial1.println(fineDust);
Serial1.println();
delay(500);
Firebase.setFloat(“Data/FineDust”, fineDust);
Firebase.setFloat(“Data/Humidity”, humidity);
Firebase.setFloat(“Data/Temperature”, temperature);
Firebase.setInt(“Data/SoilMoisture”, soilMoisture);
Firebase.setFloat(“Data/SoilTemperature”, soilTemp);
Firebase.setInt(“Data/FineDust”, fineDust);
oled.setPageMode();
oled.setTextXY(2,1);
oled.putString(“Temp”);
oled.setTextXY(3,1);
oled.putFloat(temperature);
oled.setTextXY(2,7);

- 161 -

oled.putString(“Humidity”);
oled.setTextXY(3,8);
oled.putFloat(humidity);
oled.setTextXY(3,13);
oled.putString(“%”);
oled.setTextXY(5,1);
oled.putString(“FineDust: “);
oled.setTextXY(5,11);
oled.putFloat(fine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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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워크시트

식물도 감기에 걸리나요?
___학년 ____반 이름 ______

1.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식물 진단 키트를 제작한 원리를 살펴보자

가.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맨 끝잎과 끝에서 두 번째 잎이 만나는 곳이 첫 번째 마디입니다.
2. 두 번째 마디 아래에서 뿌리가 잘 나오기에, 그곳을 잘라줍니다.
3. 자를 때는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4. 줄기 쪽에 흙을 잘 털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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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부품과 센서들의 역할을 알아보자

1. 메인보드와 WiÞ 통신으로 데이터 전달

3. 토양습도 센서로 토양의 습도를 측정

2. 온습도 센서로 온도와 공중습도 측정

4. pm2.5 미세먼지 센서

OLED 화면
SSD1306

토양습도
센서

온습도
센서
DHT11

미세먼지 센서
pms5003

Usb 전원

5. 회로도

6. 온도 습도 토양습도 미세먼지 농도 측정

7. 앱을 이용한 온도습도토양습도 미세먼지 농
도 측정 결과값 확인

8. 데이터 분석 및 식물 상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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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생육 진단 키트를 통해 얻은 온도 자료를 통해 하루 동안 변화된 온도 그래프를 꺾은 선 그
래프로 그려봅시다.

가. 화분의 위치를 정해두고 시간에 따라 키트를 통해 측정한 온도를 적어봅시다.

측정
시각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교실

15

16

17

18

18

18

19

20

19

18

17

16

15

15

14

14

13

13

13

최하
온도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최고
온도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방
거실

나. 위에서 측정한 온도를 바탕으로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교실 예시)
교실

(

최하온도

최고온도

교실 )의 하루 동안 온도 변화

40

30

온도(℃)

20

10

15

16

17

18 18 18

19

20

19

18

17

16

15 15

14 14

13 13 13

0

-10

7

9

11

13

15

1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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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1

23

1

5. 내가 키우는 식물의 생육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은 온도가 생육에 적합한지 진단해봅시다.

내가 키우는 식물 정보 이름으로 검색 하기
검색어 : ( 예) 스킨답서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생육에 적정한 온도 알아보기
최저온도(
)도, 최고온도 (
)도
최적 온도 범위 (
~
)도

앱을 이용하여 생육 한계 온도 알람 설정하기

앞에서 측정한 장소의 온도 범위 데이터와
검색을 통해 알아낸 화분의 생육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화분 생육환경 진단 하기

<심화> 온도 이외에 공중습도, 토양습도 등 다른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 화분의 생육환경 상태를 진단해봅시다.

- 166 -

6. 식물의 생육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온도 이외에 어떤 정보를 더 알아보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나의 식물

(

최하온도

교실 )의 하루 동안 온도 변화

최고온도

40

온도(℃)

30
20
10
0
-10

7

9

11

13

15

1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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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1

23

1

식물 생육진단 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센서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센서들을 새롭게 배열하여
나만의 하우징을 디자인해봅시다.

예시)

(머리)온습도센서

LCD
메인보드

(등)미세먼지센서

토양습도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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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아두이노 코딩에 대하여

다음은 식물생육환경키트에 사용된 아두이노의 코드 일부 입니다.
아두이노는 주로 이미 개발 되어 있는 코드를 라이브러리라 하고, 프로그램에서는
# include <

.h > 라는 표현을 통하여 사용한다고 말을하고 사용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라이브러리를 같이 한 번 살펴봅시다

OLED 화면
SSD1306

토양습도
센서

온습도
센서
DHT11

미세먼지 센서
pms5003

Usb 전원

메인보드로 esp8266 와이파이 모델을 사용했어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include "PMS.h"
#include “DHTesp.h"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는 센서 입니다
#include <ACROBOTIC_SSD1306.h> 측정한 값은 oLED창으로 보여줘요
#include <FirebaseArduino.h>
데이터는 구글을 이용해서 전달했네요
int soilMoisture_pin = A0; //토양습도 센서를 몇번 핀에 연결할지 정해요
#include <ESP8266WiF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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