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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교수학습지도안, 교사용 참고자료, 학생용 활동지)
학생 산출물, 사진, 수업 영상 등
회의록
STEAM 교사연구회 주최, STEAM 확산 실천 사례(행사 및 연수) 자료 등

1. 요약문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후 위기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후 위기의 과거인 역
사(3차시)에서는 한국 근세사에서 경신대기근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조선왕조신록을 통해
추체험하고 사론 쓰기를 통해 작은 역사가로서 시대의 의무를 자각하고 기후변화애 대응할
수 있는 사유능력을 촉진한다. 기후 위기의 현재인 과학(3차시)에서는 사료 속에 나타난 이
상 기후를 과학의 기권과 날씨 단원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배우고,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인 6대 온실가스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작은 소품과 스토리 보드를 작성하여 페임
랩으로 표현한다. 기후 위기의 미래인 기술(3차시)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마이
크로비트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제작한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비트 활용 기술을 익히고, 스
마트팜 코딩설계, 미래 스마트팜 활용 기술을 알고 지구 온난화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찾아본다. 기후 위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수학(3차시)에서는 확률과 통
계단원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현상을 이해하며, 심각한 기후변화 및 생태계 파괴 상황을 접
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며 위기 극복하는 대응책을 통계그래프로 제시
한다.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시대의 기후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
를 위한 에너지 교육과 생태 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생태 환경교육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론
◦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 과목 ‘성취기준 영역’에 따른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의 기후 위기 대응능력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교육과 생태 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생태 환경교육 실천
◦ 기후 위기 극복 및 2050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공
감대 형성 및 확산에 동참
◦ STEAM 과정 중심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 STEAM 협력 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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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기후 위기 극복 에너지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명

STEAM
프로그램
구분

선행
프로그램명

해당 없음

학교급

중학교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러. 기권과 날씨

연계과목

역사
수학
기술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6-1.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마. 확률과 통계
(4) 기술 시스템

대상 학년(군)
목표 수혜학생 수

중학교 3학년
169명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3

역사(2) + 과학(1)

2

3

과학(3)

3

3

과학(1) + 수학(1)

4

3

과학(1) + 기술(1)

개발계획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12차시

수업 적용 기간

2021. 4. 29. ~ 2021.11.30.

(STEAM 수업) 수혜학생 수

학성여자중학교 165명(중학교 3학년 전교생)

1차(사전) 검사

7월 12일, 7개 학급(165명) 실시완료

2차(사후) 검사

10월 18일, 7개 학급(165명) 실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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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참가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

특허출원(국외, 국내)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

10월 12일 실시 완료
학회명

해당없음

게재여부

해당없음

행사명

해당없음

일자/장소

해당없음

출원명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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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1) 프로그램 개발 내용

- [에너지교육] 교과간 주제 분석 및 활동유형 분석
순
1

2

3

4

5

6

7

8

교과

영역

1학년 자유학기

에너지 문제

주제선택
1학년 자유학기
예술동아리

1학년 과학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기후행동)

1학년 가정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2학년 과학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기후행동)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3학년 역사

3학년 과학

3학년 기술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기후행동)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수업 내용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의 이해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기후행동 1.5℃ 앱 설치,
기후변화와 생태계(생물 다양성)관계
1인 1 에너지(기후대응) 주제탐구 발표
육류 섭취 줄이기, 친환경 채식식단 구성하기
기후행동 1.5℃앱 설치, 단열과 신재생에너지 조사
제로에너지를 위한 친환경 주택 조사, 설계, 제작
1인 1 에너지(기후대응) 주제탐구 발표
후쿠시마 원전사고 문제점, 환경과 탈원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 그레타 툰베리 연설문
기후행동 1.5℃앱 설치, 2050 탄소중립(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대응방안 신재생에너지 탐구
1인 1 에너지(기후대응) 주제탐구 발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정 기술 및 미래 기술 조사
대파, 콩나물 기르기

◦ STEAM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 STEAM 수업 적용 학생 성취도(지식·기능·태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학교생활

기록부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란, 자유 학기 활동 특기 사항란에 수업내용 및
학생의 성장과정을 기재
- 모둠 활동에 대한 자기평가, 동료평가, 모둠평가들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통

합적 사고,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영역을 평가하여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
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토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동식 수업

녹화 시스템을 통해 녹화하여 분석하고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와 오
개념의 과학적 개념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학생들이 STEAM 융합 노트, 수업 성장 일기 작성을 통한 변화와 성장의 과

정을 스스로 알고 진로 탐색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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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3
/12

기후변화실록

- 한국근세사에서 경신대기근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추체험하고 사료
속에 나타난 이상 기후를 과학과의 기권과 날씨 단원을 통해 분석하여 미래의 기후변화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역사에서 나타난 기후변화 사례에 호기심을 가지고( Co ), 사료를 토대로 역사적 사건에 대
해 추론하여 기후변화실록으로 재구성하며( CD ), 사론 쓰기를 통해 작은 역사가로서 시대
의 의무를 자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유능력을 촉진한다.( ET ).
주제(단원)명

지구 온난화와 6 대 온실가스

Co

학성이는 지난 시간 조선시대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공부하고, 요즘 세계 뉴스에서 보도
되고 있는 살인 폭염도 그 때와 다르지 않음을 실감하였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그 이유

4~6

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되었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 가스에 대해 배우고, 온실

/12

가스별 특징이나 발생원, 저감 방법등을 담은 지식 카드를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지구 온난화의 개념 및 원인, 온실 가스 지식 카드 만들기, . 온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ET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깨닫기

CD

주제(단원)명
-

식물 관리 장치 만들기

Co

학성이는 선진국이 스마트팜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정보통
7~9
/12

신기술과 생면기술 시스템을 융합하여 식물 관리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해 보고자 한다.
-

스마트팜 만들기를 위한 마이크로비트 활용 기술 익히기, 스마트팜 코딩설계하기,
나만의 스마트팜 만들기
- ET 미래 스마트팜 활용 기술을 알고, 지구 온난화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CD

주제(단원)명

9~12
/12

통계로 알아보는 기후 변화 대응책

- 수학과의 확률과 통계 단원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현상을 이해하며, 과학과의 기권과 날씨
단원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찾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심각한 기후변화 및 생태계 파괴 상황을 접하고( Co ), 원인을 파악하고 현상을 정확히 분
석하며( CD ),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을 제시해봄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한다( ET ).

(2) 프로그램 개발‧적용 결과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차시(시수)

프로그램명

1~3
4~6
7~9
10~12

기후 위기 극복
에너지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주제
기후변화실록 만들기
지구 온난화와 6대
온실가스
스마트팜 만들기
통계로 알아보는 기후
변화 대응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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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여부

운영
대상(학년)

개발

수업적용

학생수

3학년

완료

완료

165

3학년

완료

완료

165

3학년

완료

완료

165

3학년

완료

완료

165
165

나. 성과 확산 및 실천
(1)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회차

일시

장소

참석대상

1차

‘21. 7. 13.

본교 메이커실

교직원(37명)

2차

‘21. 10. 8.

본교 메이커실

교직원(37명)

주요내용
- STEAM 교육의 기본 개념
- STEAM 교사연구회 프로그램 소개
- STEAM 교사연구회 성과발표회
- DIY 비건 가죽공예 체험

가. 1차 교사 연구회 STEAM 행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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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교사 연구회 STEAM 행사 결과

(2) STEAM 교사연구회 간 상호 네트워크 컨설팅 결과
회차

1차
2차
3차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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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참석자

온라인 조가영 교사(연구책임자)
온라인 조가영 교사(연구책임자)
온라인

상호 컨설팅 결과

- STEAM 주제 선정 및 공유
- 사업비 사용 방법 안내
- 사업 진행 결과 공유
- STEAM 워크숍 개최 결과 공유

조가영 교사(연구책임자) - 사업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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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통섭(consilience)이란,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이 제시한 개념으로 큰 줄기
(통)를 잡다(섭)는 의미이다. 즉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뜻으
로,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일컫는
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STEAM은 종래의 개별 교과 위주의 교육에서 간학문적 연
구, 학제간 연구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미래에 증명될 것이다.
가. 교사간 협업문화 조성
STEAM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 위
기 대하여 교과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교사들이 공유해야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었다.
나. 실생활 연계된 수업
학생들이 직접 학습주제와 관련된 깊이있는 질문을 만들고 답을 도출해 말로 설명하는 방
식이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학습내용을 장기기억으로 저장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또한 수
업과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후 변화를 주제로 탐구질
문을 만들어 수업을 이끌었다.
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강화
교사의 수업 방식이 내용 전달식 암기식이 아닌 학생이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
학습과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서

학

생들의 배움에 초점을 두었다.
라. 교사의 수업의 질 개선
바쁜 중에도 교과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원과 활동을 정하고, 과목별 과제별 모둠의
특성을 파악한 후 적용하여 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융합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모
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교과서 내용을 확장하여 사회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뜻깊은 교수-학습 활동이었다.

5. 참고문헌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 연구
“기후위기 시대, 우리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예술”, 기후변화센터 뉴스레터, 제243호,
2021.04.19.
지속가능보고서_기후위기 솔루션을 위한 그린스텝(환경재단, 2021.6.5)
정책위키_한눈에 보는 정책_2050 탄소중립<https://www.korea.kr/special/
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http://ncsd.go.kr/)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홈페이지
<http://unglobalcompact.kr/ab
out-us/sdgs/>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총장,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코로나만큼 위험해졌다
- 7 -

(ChosunBiz, 2020.09.2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
r/2020/09/29/2020092900040.html>
2021년 재난예산 '기후변화·신종감염병' 집중 투자(파이낸셜뉴스, 2020.04.
09)<https://www.fnnews.com/news/202004090947502455>

주 의 문
1.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언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
과학창의재단과 사전에 상의하여야 합니다.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 명: 기후 위기 극복 에너지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1.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2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3
/12

기후변화실록

- 한국근세사에서 경신대기근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추체험하고 사료
속에 나타난 이상 기후를 과학과의 기권과 날씨 단원을 통해 분석하여 미래의 기후변화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역사에서 나타난 기후변화 사례에 호기심을 가지고( Co ), 사료를 토대로 역사적 사건에 대
해 추론하여 기후변화실록으로 재구성하며( CD ), 사론 쓰기를 통해 작은 역사가로서 시대
의 의무를 자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유능력을 촉진한다.( ET ).
주제(단원)명

지구 온난화와 6 대 온실가스

Co

학성이는 지난 시간 조선시대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공부하고, 요즘 세계 뉴스에서 보도
4~6

되고 있는 살인 폭염도 그 때와 다르지 않음을 실감하였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그 이유

/12

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되었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 가스에 대해 배우고, 온실
가스별 특징이나 발생원, 저감 방법등을 담은 지식 카드를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지구 온난화의 개념 및 원인, 온실 가스 지식 카드 만들기, . 온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ET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깨닫기

CD

주제(단원)명
-

식물 관리 장치 만들기

Co

7~9

학성이는 선진국이 스마트팜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정보통

/12

신기술과 생면기술 시스템을 융합하여 식물 관리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해 보고자 한다.
-

스마트팜 만들기를 위한 마이크로비트 활용 기술 익히기, 스마트팜 코딩설계하기,
나만의 스마트팜 만들기
- ET 미래 스마트팜 활용 기술을 알고, 지구 온난화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CD

주제(단원)명

9~12
/12

통계로 알아보는 기후 변화 대응책

- 수학과의 확률과 통계 단원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현상을 이해하며, 과학과의 기권과 날씨
단원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찾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심각한 기후변화 및 생태계 파괴 상황을 접하고( Co ), 원인을 파악하고 현상을 정확히 분
석하며( CD ),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을 제시해봄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한다( 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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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역사

학교급/학년(군) 중학교/3 학년

[중학교] 조선사회의 변동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6-4-2.마침내 일어서는 민중

차시

학습목표

1. 경신대기근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경신대기근 이후 나타난 변화를 정리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과학

역9164. 세도 정치 시기의 농민 봉기가 지니
는 의미를 대표적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
다.

3/16

연계과목
[중학교 1~3 학년]
성취기준 영역

S
STEAM
요소

T
E
A 기후변화실록 만들기
M

개발 의도

역사 속에서의 기후 변화를 사료를 통해 추체험으로써 오늘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유 능력을 촉진한다.

16 세기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로마 공화정이라는 역사적 실험을 통해 당대 정
치사의 흐름 속에서 바람직한 정치 체계에 대한 고찰을 보여주었다. 역사란 인류가 경험한 사건의 총
체이며 지혜의 원천이다. 오늘날 기후 변화 역시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고찰함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학성이는 영화‘인터스
텔라’를 보고 코로나
19 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기후
변화인 것을 알게 되
었다. 그래서 ‘옛날에
도 기후 변화가 있었
을까’라는 의문을 가지
고 역사 속의 기후변
화에 대해 찾아보기로
하였다.

창의적 설계

창
의 1. 기후변화실록 작성
적 2. 사론(史論) 쓰기
설 3. 역사의 벽 만들기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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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기후변화
추체험
2. 현재 기후변화
심각성 자각
3.미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법 찾기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도입
( 5 분)

학성이는 영화‘인터스텔라’를 보고 코로나 19 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기후 변화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옛날에도 기후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의
문을 가지고 역사 속의 기후변화에 대해 찾아보기로 하였다.
● 영상자료(https://www.youtube.com/watch?v=9TgLdGbpNmo)
● 기후 변화가 일어난 미래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
한다.
● 인간 활동 영역의 증가로 인해 코로나 19 가 발생,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한다.

동영상
Tip!

활동 1

수업 틀 잡기
- 17 세기 위기론
- 소빙하기에 따른 세계사와 한국사의 주요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세계사: 유럽의 마녀사냥, 인도의 데칸 대기근, 일본의 칸에이 대기근
한국사: 만주의 대기근으로 인한 호란의 발생, 북벌 운동의 실패, 경신 대기근,
대동법의 시행, 예송 논쟁
- 3 차시 수업 구성 설명
활동 2

경신대기근 설명
- 경신대기근의 개념
- 경신대기근의 전개: 3 단계(징조, 기후변화, 결과)로 나누어 설명한다.
활동 3
경신대기근 사료 강독
전개
- 사료 학습의 기본 요령 익히기
( 35 분)
태백성(太白星, 금성), 황작(黃雀, 참새) 등 쉬운 한자어에 대한 뜻 맞추기
퀴즈를 실시하여 한자어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 사료를 3 단계(징조, 기후변화, 결과)로 분류하여 강독한다.
활동 4

기후변화실록 설명
- 기후변화실록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기후 변화 기사를 찾아 기후변화실록을 구성한다.
활동 5
-

정리
( 5 분)

실록청 구성하기
편수관(編修官): 모둠장, 총괄, 1 명
사관(史官): 조선왕조실록 검색 담당, 2 명
검서관(檢書官): 어려운 단어 검색 담당,1 명
사자관(寫字官): 검색한 내용의 정리, 기록 담당, 1 명
도화원(圖畫院): 기록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 1 명

ET

경신대기근의 개념, 전개 과정, 결과 정리
과제 제시: 모둠 SNS 방 개설, 모둠 역할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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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Tip!

한자어를
제시할
경우
뜻풀이를
함께 한다.
Tip!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성이는 한국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경신대기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더 알아보기로 하였다.

동영상

Co

도입
( 5 분)

● 영상자료((https://www.youtube.com/watch?v=EVHyJXJKHIA&t=82s)
● 경신대기근을 추체험하여 감정이입적으로 역사를 이해한다.
● 경신대기근의 전개를 이해하고 기후변화실록을 구상한다.

Tip!

활동 1

조선왕조실록 검색 방법 설명
- 조선왕조실록 사이트 접속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키워드 검색
- 계보 선택: 현종, 현종개수
활동 2

실록 작성 방법 설명
- 단계별로 키워드를 제시하여 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학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단계별로 2~3 개의 핵심 기사를 선택하여 실록을 구성한다.
-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중 날짜가 빠른 기사는 징조, 늦은 기사는 결과에 가깝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활동 3

모둠학습 요령 설명
- 기후변화실록 결과물과 SNS 모둠방 기록은 자기/동료 평가에 반영됨을 공지한다.
- 모둠 수업 시 4 절지에 작성하는 모둠원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은 방치되는
문제를 SNS 를 통해 해결한다.
전개
편수관은 모둠원의 역할 분배 및 진행을 총괄한다.
( 35 분)
사관은 검색한 기사의 스크린샷을 SNS 모둠방에 공유하여 모둠원들과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검서관은 사관이 공유한 기사에서 어려운 단어를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SNS
모둠방에 공유한다.
도화서는 기후변화실록의 기본 스케치를 SNS 모둠방에 공유하여 디자인을 결정
한다.
활동 4

기후변화실록 작성하기
- 모둠 역할에 따라 기후변화실록을 작성한다.
- 검색으로 알기 어려운 한자어는 교사가 설명한다.
지진주사(知珍州事) 등 한자어를 한글로 검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를 설명
한다.
- 여러 모둠의 공통 질문에 대해 교사가 설명한다.
태백성, 유성, 일식 등을 검색하면서 발생하는 28 수(二十八宿), 자미성(紫微星),
태미서원(太微西垣) 등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교사는 모둠별 기후변화실록 진행도를 점검한다.
교사는 모둠별로 순회하며 진행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한다.

정리
( 5 분)

ET

조선왕조실록의 구성에 대해 정리한다.
조선왕조실록의 구성, 특징, 우수성을 설명하여 모둠원들이 기후변화실록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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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4 절지,
스마트
기기
Tip!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도입
( 5 분)

학성이는 기후변화실록을 작성하면서 오늘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
었다.
삼천년의 역사에서 배울 것을 모르는 자는 아는 것이 없이 암흑 속에서 누워
있는 것과 같다. 그 날 그 날을 살아간다하더라도...
선생님이 역사수업 첫 시간에 괴테의 역사철학을 칠판에 썼던 게 떠올랐다. 학
성이는 과거의 기후변화를 배움으로써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지혜를 얻어
야 한다고 다짐했다.
● 본 차시에 해야 할 활동을 제시한다.
사론 쓰기, 기후변화실록 완성, 역사의 벽 만들기, 내용 정리

활동 1
-

사론(史論) 쓰기
사론 사료 강독
학생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임꺽정, 이순신에 관한 사론을 강독한다.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과거 인물의 입장에서 역사적 행위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모둠원이 학습지에 사론을 작성한다.
기후변화실록을 작성하면서 느낀 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등
모둠원의 사론을 기후변화실록에 기록하여 실록을 완성한다.

활동 2

역사의 벽 만들기 활동
전개
- 조선왕조실록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역사의 벽을 조성한다.
( 35 분)
교실, 복도의 게시판에 기후변화실록, 실록 조사 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성한다.
- 기후 변화 속에서 인간의 역사적 경험에 주목한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목표를 스토리텔링으로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활동 3

자기/동료평가 실시
- 기후변화실록 결과물과 SNS 모둠방의 기록을 근거로 자기/동료평가를 실시한다.
활동 4

교과서에 나타난 경신대기근 설명
- 교사는 한국사에서 경신대기근의 영향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만주에서 발생한 대기근으로 호란 발생, 북벌 운동의 실패, 대동법의 시행,
예송 논쟁, 사회 불안으로 인한 새로운 사상의 유행 등

정리
( 5 분)

● 역사의 벽 관람하기
- 편수관은 모둠별 기후변화실록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질의,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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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Tip!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러. 기권과 날씨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지구 온난화와 6 대 온실가스

차시

[9과18-01] 기권의 층상 구조를 이해하
고,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4~6/12

학습목표

1.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지구 복사 평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2. 온실 기체를 설명하고, 온실 가스별 특징이나 발생원 저감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온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역사

연계과목
[중학교 1~3학년]
성취기준 영역

S 지구 온난화의 개념, 온실 가스 조사
STEAM
요소

T
E
A 온실 가스 지식 카드 만들기
M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하여 알고, 지구 온나화를 유발하는 온실 가스가 증가함

개발 의도

에 따라 복사 평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 요인인 6대 온실가
스별 특징이나 발생원, 저감 방법등을 담은 지식 카드를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여 지구 온
난화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중학교 3 학년 기권과 날씨 단원에서는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여기
서 온실 효과의 원인으로 온실 기체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에 따른 지
구 평균기온이 올라감을 설명하고 있고, 더 심각한 기체들도 많지만 언급하지 않는다. STEAM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의 개념 및 원인을 복사 평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온실 가스 지식 카드 만들기 활동
을 통하여 온실 가스에 대하여 이해하고, 온실 가스를 줄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본다. 또한 각 조별 활동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활동 함으로서 친구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탐구한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학성이는 지난 시간 조

STEAM
학습
준거

선시대 기후 변화와 그
상 영향을 공부하고, 요즘
황
세계 뉴스에서 보도되
제
시 고 있는 살인 폭염도
그 때와 다르지 않음을

창
1. 지구 온난화의 개념 및 원인
의
2. 온실 가스 지식 카드 만들기
적
3. 온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설
방법 알아보기
계

실감하였다.
감성적 체험

- 6 -

감
온실 가스에 의한 지구 성
온난화의 심각성
적
깨닫기
체
험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러. 기권과 날씨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지구 온난화와 6 대 온실가스

차시

[9과18-01] 기권의 층상 구조를 이해하
고,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4~6/12

학습목표

1.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지구 복사 평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2. 온실 기체를 설명하고, 온실 가스별 특징이나 발생원 저감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온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역사

연계과목
[중학교 1~3학년]
성취기준 영역

S 지구 온난화의 개념, 온실 가스 조사
STEAM
요소

T
E
A 온실 가스 지식 카드 만들기
M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하여 알고, 지구 온나화를 유발하는 온실 가스가 증가함

개발 의도

에 따라 복사 평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 요인인 6대 온실가
스별 특징이나 발생원, 저감 방법등을 담은 지식 카드를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여 지구 온
난화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중학교 3 학년 기권과 날씨 단원에서는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여기
서 온실 효과의 원인으로 온실 기체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에 따른 지
구 평균기온이 올라감을 설명하고 있고, 더 심각한 기체들도 많지만 언급하지 않는다. STEAM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의 개념 및 원인을 복사 평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온실 가스 지식 카드 만들기 활동
을 통하여 온실 가스에 대하여 이해하고, 온실 가스를 줄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본다. 또한 각 조별 활동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활동 함으로서 친구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탐구한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학성이는 지난 시간 조

STEAM
학습
준거

선시대 기후 변화와 그
상 영향을 공부하고, 요즘
황
세계 뉴스에서 보도되
제
시 고 있는 살인 폭염도
그 때와 다르지 않음을

창
1. 지구 온난화의 개념 및 원인
의
2. 온실 가스 지식 카드 만들기
적
3. 온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설
방법 알아보기
계

실감하였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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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온실 가스에 의한 지구 성
온난화의 심각성
적
깨닫기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학성이는 지난 시간 조선시대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공부하고, 요즘 세계 뉴스
에서 보도되고 있는 살인 폭염도 그 때와 다르지 않음을 실감하였다. 지구 온난
도입
( 5 분)

화의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되었다. 지구 온나화를 유발하는 온

동영상

실 가스에 대해 배우고, 온실가스별 특징이나 발생원, 저감 방법등을 담은 지식
Tip!

카드를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 뉴스 소개(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05517993?OutUrl=naver)
- 일주일 ‘살인 폭염’에 캐나다 서부서 700 여명 돌연사
- 차원 다른 ‘살인폭염’ 온실가스 못 줄이면 매년 올 수 있다
활동 1
Co

지구 온난화가 바꾼 도로 위 모습

1989년에 방영된 이 애니메이션은 인류가 환경오염으로 살 수 없게 된 지구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고군분투하는 미
래에는 인간과 똑같은 로봇이 있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다닙니다. 2021년 지금,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애니메이션과 다르고 또 비슷할까요?
CD

ET

2030년 지구 온난화에 따라 바뀌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여 발표해 보

자.
활동 2

지구의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
- 물체의 복사 평형의 실험 동영상을 보여 주고, 복사 평형의 개념을 이해한다.

전개
(35 분)

- CD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발표 한다.
- 온실 효과와 지구와 달의 복사평형 차이 이해시킨다.

- 지구 온난화 개념 및 지구의 복사 평형에 대해 설명한다.

ET
정리
지구의 복사 평형 및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정리하고, 조사한 복사 에너지에
( 5 분) 대해 발표한다.

- 8 -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산업화, 인구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구의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환경의 변화는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온실가
도입
( 5 분)

스라고 하고 대표적인 6대 온실가스로는 CO2, CH4, N2O, SF6, PFCS, HFCS
가 있다. 이러한 6대 온실가스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널리 알

동영상
Tip!

려져 있으나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6대 온실가스에 대하여 알아보
자.
• 온실 가스 관련 동영상 시청
- https://www.youtube.com/watch?v=OroZGTvdYzI

활동 1

6 대 온실 가스
1. 온실 가스 개념 정리
온실 가스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다.
2.

CD

온실 기체 분자 모형 만들기

- 대표적인 6대 온실 가스에 대해 살펴본 후 각각의 온실가스 중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 6대 온실가스 :  ,  , ,  ,  ,  , 
- 분자 모형 재료 : 둥근 과자, 이쑤시개

입체
적인 구조
의 특징을
전개
알 아 보 고
CD
ET
(75 분)
온실가스에
대한 호기
활동 2
6 대 온실가스 패임랩
심을 갖는
1. 각 조별로 온실기체를 선정하고, 활동 1 을 참고하여 6 대 온실가스의 정보를 담
다.
은 페임랩 시나리오를 쓰고, 소품을 제작한다.
2. 조별 패임랩 발표를 하고, 동영상을 찍어 공유한다.
<재료> 새책도구, 머메이드지, 가위, 풀
- 온실가스 분자식, 모형, 온실가스별 특징, 발생원, 지구온난화 기여도, 저감 방법
등을 고려하여 페임랩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Tip!

3. 6대 온실가스의 특징을 정리한다.

2.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합물의 발생을 줄이는 과학적 방법을 정리하도록 한다.
- CD 온실가스 저감방법을 조사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다.

ET
제작한 6 대 온실가스 지식 카드를 공유하여 친구들과 온실 가스의 유해성에
정리
대하여 토의한다.
(10 분)
ET 온실가스 저감방법을 조사하고 홍보 포스터를 공유하고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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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기술

학교급/학년(군) 중학교/3 학년
[9기가04-08]
생명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 및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생명 기술의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생명 기술의

[중학교] (4) 기술 시스템

중심과목
성취기준

발달 전망을 예측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
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
한다.

주제(단원)명

스마트팜 만들기

차시

7~9/12

학습목표

1. 스마트팜의 사례를 통한 생명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고, 마이크로비트의 기본적인 동작
이해할 수 있다.
2.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식물관리 장치를 설계할 수 있다.
3.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여 간단한 스마트팜을 만들 수 있다.

연계과목

과학

연계과목
[중학교 1~3학년]
성취기준 영역

S
STEAM
요소

T 마이크로비트와 센서 및 LED, 모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만들기
E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식물 관리 장치 설계하기
A
M

개발 의도

마이크로비트와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식물에 자동으로 물을 주는 장치를 창의적으로 설
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삶의 질도 좋아졌다. 하지만 환경 오염과 온실 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같은 문제로 인해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팜이 생명 기술의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이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문제해결 활동으로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식물 관리 장치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
해서 마이크로비트와 마이크로비트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마이크로비트와 코딩을 통해서 식물 관리 장치를 실제로 제어해 보는 문제해결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
상 서 인류의 생명과 식량
황
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제
시 팜의 기본적인 원리를
체험해보자.

창 1. 스파트팜의 사례 파악 및
의
마이크로비트의 동작 원리
적
이해하기
설 2. 식물 관리 장치 설계하기
계 3. 식물 관리 장치 만들기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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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기후 변화의 위기를 인 성
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 적
체
전의 필요성 깨닫기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 변화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의 사례를 파악한다.
도입
( 5 분)

동영상
• 엘리트 공대생들의 '스마트 농업’
(https://www.youtube.com/watch?v=zj1EUhGizxc)
- 기후 변화의 기위 속에서도 안정적인 작물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의 사례

활동 1

마이크로비트 이해하기, LED 켜기

‣ 마이크로비트의 기본 기능 살펴보기
‣ chrome 으로 https://makecode.microbit.org/ 접속하기
‣ 마이크로비트 기초 코딩 실습하기(LED 켜기)
- 코딩한 프로그램을 마이크로비트로 다운로드하여 제어하기

활동 2

마이크로비트로 네오픽셀 제어하기

전개
‣ 마이크로비트 코딩(https://makecode.microbit.org)
(35 분)
- 네오픽셀 확장 프로그램 다운 받기
- 네오픽셀 변수 지정하기
- 마이크로비트의 입력값에 따른 네오픽셀 색상 변화 시키기
‣ 노트북과 마이크로비트 연결하여 프로그램 다운로드하기
‣ 확장보드와 네오픽셀 연결하기
‣ 마이크로비트에 다양한 입력값 부여하기
- 네오픽셀의 제어 결과(색상 변화) 확인하기

* 이번 차시의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정리
( 5 분)

- 마이크로비트의 기본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는가?
- 코딩을 통해 마이크로비트의 LED 가 제대로 동작되는가?
- 마이크로비트 코딩을 통해 네오픽셀을 제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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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선진국이 스마트팜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능성을 알고, 정보통신기
술과 생명기술 시스템을 융합하여 식물 관리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해보자.
도입
( 5 분)

동영상
• 농업 강국 네덜란드, 스마트팜의 비밀은?
(https://www.youtube.com/watch?v=SI5EVML4cOU&t=9s)
- 농업 선진국의 스마트팜 사례

활동 1

OLED 와 습도 센서 작동시키기

Tip!

전개
(75 분)

활동 2

논리 연산 기능으로 수분 값에 따라 네오픽셀 다르게 작동시키기

- 12 -

4차
산업 혁명
및 지속가
능한 발전
과 관련한
진로 지도
의 기회로
활용한다.

활동 3

물의 양에 따라 수중 모터 동작 시키기

활동 4

마이크로비트 및 수분센서, OLED, 네오픽셀, 수중 모터를 활용하여 식

물 관리 장치 만들기
* 세부 문제 상황
- 수분 센서와 OLED : OLED 화면에 현재의 온도, 흙의 수분 값이 제대로 출력되
어야 함.
- 수분 센서의 값에 따른 네오픽셀의 변화 : 수분 센서의 값(물 부족, 물 보통, 물
충분의 3 단계)에 따라 네오픽셀의 [색상 변화]를 보이도록 할 것
- 수분 센서의 값에 따른 수중 모터의 기능 : 수분 센서의 값(물 부족, 물 보통, 물
충분의 3 단계)에 따라 수중 모터의 작동에 [3 초 유지, 1 초 유지, 멈춤]으로 설정
할 것
*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 수분 센서와 OLED 를 바르게 구성하여 작동한다.
- 네오픽셀을 바르게 구성하여 수분 센서 값에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 수분 센서의 값에 따라 수중 모터가 동작하도록 구성하여 바르게 동작한다.
정리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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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수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확률과 통계

중심과목
성취기준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
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
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통계로 알아보는 기후변화 대응책

차시

10~12/12

1.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여 표
학습목표

현할 수 있다.
2.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연계과목

[중학교 1~3학년] 기권과 날씨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학년]

과학
기술

S
STEAM
요소

T
E 구글 엑셀을 이용하여 표와 그래프 작성하기
A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기
M 지구의 이상 기후에 관한 자료를 찾아 해석하기
생태계 및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

개발 의도

지를 검증된 자료를 해석하고 미래를 유추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지구를 지키는 해결 방
법을 찾아 실천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중학교 3 학년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지구의 이상기후와 파괴 등에 대한 자료 찾고 해석해 봄으로써 문제
의 심각성을 깨닫는 할 수 있다. 일차함수나 이차함수를 비롯한 정형화된 그래프뿐만 아니라, 생태계 현상
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상청의 기온변화에 대한 그래프, 지구 온도 상승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기체에
관한 그래프,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해수면 상승 그래프 등의 자료를 엑셀로 만든 후에 결과를 해석하고
원인을 찾으며,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함으로써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실
천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학성이는 영화 ‘투모로우’
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장면을 보고, 생태계 파괴
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생
태계가 파괴된 현상에 대
해 떠올리면서 앞으로의
지구와 인간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하여 크게 의문을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
어 보자.

창의적 설계

창
의
적
설
계

1. 기후변화의 징후 자료찾기
2. 구글 엑셀을 이용하여
자료만들기
3.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해결책 제시하기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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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고
실천의지 다지기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학성이는 영화 ‘투모로우’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장면
을 보고,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생태계가 파괴된 현상을 떠올리면서
도입
( 7 분)

동영상

현상을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 앞으로의 지구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표와 그래프
로 나타내어 보자.

Tip!

• 영상자료(https://www.youtube.com/watch?v=x9lKlj0p6rU)
- 영화 ‘투모로우’에서 보여 준 기후변화와 인간의 생존에 관한 내용을 시청한다.
- 지구를 살리는 노력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

활동 1
CD

ET

통계자료와 엑셀을 이용하여 이상징후 정도 파악하기

기상청 사이트에서 이상 기온 관련 자료를 찾아 엑셀로 그래프를 그려보

자.

-휴대폰
전개
(28 분)

-구글 엑셀
-학습지

활동 3

학습지 작성하기
표와 그래프를 출력하여 학습지를 작성한다.

활동 2

-

정리
( 5 분)

생태계 파괴와 이상징후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그래프를 읽고 해석한다.
이산화탄소(CO2) 농도 변화추이를 해석한다.
아산화질소(N2O) 농도 변화추이를 해석한다.
메테인(CH4) 농도 변화추이를 해석한다.
기타 온실가스 성분 가스의 변화를 해석한다.

ET

생태계 파괴의 이상징후와 그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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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폭염의 날들 연속이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무너지고 있으며, 갑작스런 폭설로
문명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54일간의 장기간 장마를 겪기도 하는 등 그 원
인은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였다. 병든 지구가 보내는 신호였던 것이
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쌓여만 가고 인류는 그 속
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이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기후변화를 막지
도입
( 10 분)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동영상
Tip!

것일까...
• 영상자료(https://www.youtube.com/watch?v=0OqQKthHoAg)
- 지금껏 외면했지만, 이젠 코앞에 닥친 '지구'의 재앙, 생각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
제를 제시한다.
- 전세계가 동참하는 환경보호 방안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살펴본다.
활동 1

-

기후변화의 문제점 조사
기후변화가 동물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숲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해수면에 미치는 영향
기타 영향을 받는 부분

활동 2

세계적인 해결방안 조사

-휴대폰
전개
(65 분)

-구글
프레젠테이션
-학습지
활동 3

개인적인 실천방안 조사 후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작성하고 구글 엑셀
의 자료를 입력하여 발표하기
- 자전거 타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냉난방기 사용 줄이기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 채식위주의 식생활 개선하기
- 무분별한 외래 생물 유입 멈추기
- 각종 청구서는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받기
정리
( 5 분)

ET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을 다짐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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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폭염의 날들 연속이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무너지고 있으며, 갑작스런 폭설로
문명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54일간의 장기간 장마를 겪기도 하는 등 그 원
인은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였다. 병든 지구가 보내는 신호였던 것이
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쌓여만 가고 인류는 그 속
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이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기후변화를 막지
도입
( 10 분)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동영상
Tip!

것일까...
• 영상자료(https://www.youtube.com/watch?v=0OqQKthHoAg)
- 지금껏 외면했지만, 이젠 코앞에 닥친 '지구'의 재앙, 생각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
제를 제시한다.
- 전세계가 동참하는 환경보호 방안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살펴본다.
활동 1

-

기후변화의 문제점 조사
기후변화가 동물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숲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해수면에 미치는 영향
기타 영향을 받는 부분

활동 2

세계적인 해결방안 조사

-휴대폰
전개
(65 분)

-구글
프레젠테이션
-학습지
활동 3

개인적인 실천방안 조사 후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작성하고 구글 엑셀
의 자료를 입력하여 발표하기
- 자전거 타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냉난방기 사용 줄이기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 채식위주의 식생활 개선하기
- 무분별한 외래 생물 유입 멈추기
- 각종 청구서는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받기
정리
( 5 분)

ET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을 다짐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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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3/12

학생참고자료
자료 1

경신대기근

1. 개념
조선 현종 11년과 12년(1670-1671)에 발생한 대기근이다. 기근이 경술(庚戌)년에서 신해(辛亥)년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신(庚辛)대기근이라 한다.
2. 내용
17세기는 지구 기온이 1℃ 정도 떨어지는 소빙하기 기후가 나타난 때였으며 지구 곳곳에서 이상 기후
가 나타났다. 1670년 갑작스러운 흉작과 병충해로 인한 곡물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강력한 태풍의 접
근,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의 유행 등으로 수도 한양을 비롯한 국토 전체에서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
였으며 이듬해까지 지속되면서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국가적 위기가 도래하였다. 조선 8도 전체의 흉
작이 나타났으며, 당시 인구의 1200~1400만 명 중 약 90만에서 150만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신대기근의 결과 양반의 몰락이 가속화되었고 정치적 혼란도 심각해져 3년 뒤 2차 예송 논쟁이 발생
하는 등 이후의 역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료 2

경신대기근 사료학습

1. 징조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밤에 유성이 나타났는데 꼬리가 길고 색깔이 붉었다.
- 현종실록 11년(1670) 1월 10일
해에 겹 햇무리가 있었다.
- 현종실록 11년(1670) 1월 19일
2. 기후 변화
경기에 큰물이 졌다. 당시 각도에 모두 큰 물난리가 났는데, 호남이 더욱 심하였다.
- 현종실록 11년 6월 20일
큰 비가 내렸다. 이때 크게 가물어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였는데, 팔도가 마찬가지였다. 이제 비로소 비
가 내렸으나 절기가 이미 늦어 농사가 마침내 큰 흉작이 되었다.
- 현종실록 11년 5월 24일
함경도에 수재가 매우 참혹하며, 삼수(三水)에 6월 5일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비둘기 알만하였고, 황
충(蝗蟲)이 온 들판에 퍼져 각종 곡식을 빨아먹고 끊임없이 해를 끼치며, 또 황작(黃雀) 천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들판을 덮고 먹이를 쪼아 먹어서 심지어 상율(橡栗)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감사가 보고
하였다.
- 현종실록 11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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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한성 내외에 굶어 죽은 시체가 도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부모처자가 서로 베고 깔고 함께 죽은
경우도 있고, 혹은 어미는 이미 죽고 아이가 그 곁에서 엎드려 곧이어 따라 굶어 죽기도 합니다. 울고
불고 신음하는 소리에 지나가는 자도 흐느낍니다. 더욱이 전염병은 날로 치솟아 열풍이 불꽃을 일으키
는 듯한 기세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드문데, 걸렸다 하면 곧 성 밖에서 죽습니다. 사방이 염
병이라 온통 움막을 지어 끝없이 펼쳐지니, 참혹한 광경과 놀라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
울 밖의 죽어가는 참상은 이미 전쟁에 비길 바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보리와 밀을 이미 그르쳤고 수수
와 좁쌀도 다시 벌레가 먹었으니, 이로부터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은 생기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 현종개수실록 12년 6월 4일
늙은이들의 말로는 '이런 상황은 태어난 뒤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참혹한 죽음이 임진
년의 병화(兵禍)보다도 더하다.'고 하였다.
- 현종실록 12년 2월 29일

자료 3

기후변화실록 검색 키워드

1. 징조
태백성, 유성, 햇무리, 달무리, 지진 등
2. 기후 변화
우박, 서리, 가뭄, 홍수, 태풍, 폭우, 수재, 메뚜기, 황충, 전염병, 역질, 우역(牛疫) 등
3. 결과
기근, 흉년, 흉작 등

자료 4

사론(史論) 사료학습

사관은 논한다. 지금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잇달아서 백성이 항업(恒業)을 잃은 데다가 수령이 탐
학스럽고 부역이 번거로우니 백성들이 도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금을 박하게 하고 요역을
가볍게 하는 데는 힘쓰지 아니하고 포획해서 죽여 없애는 것을 급하게 여겼으니 백성을 그물질하는
데에 가깝지 않겠는가. 애석하게도 백성의 항업을 마련해주는 법을 건의하는 자가 없다.
- 명종실록 12 년 6 월 8 일
사관은 논한다. 한산(閑山)의 패배에 대하여 원균은 책형(磔刑)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졸(將卒)들은 모
두 죄가 없다. 왜냐하면 원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위인으로서 당초 이순
신(李舜臣)과 공로 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
에 앉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격에 적을 섬멸할 듯 큰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
자 배를 버리고 뭍으로 올라와 사졸들이 모두 어육(魚肉)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때 그 죄를 누가 책임
져야 할 것인가. 한산에서 한 번 패하자 뒤이어 호남(湖南)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서는 나랏일
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시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으려 한다.
- 선조실록 31 년 4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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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활동 1

실록청(實錄廳) 구성하기

1. 모둠명:
2. 모둠 역할
① 편수관(編修官): 모둠장, 총괄, 1 명
② 사관(史官): 조선왕조실록 검색 담당, 2 명
③ 검서관(檢書官): 어려운 단어 검색 담당,1 명
④ 사자관(寫字官): 검색한 내용의 정리, 기록 담당, 1 명
⑤ 도화원(圖畫院): 기록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 1 명
3. 모둠 역할 정하기
① 편수관(編修官):
② 사관(史官)1:
사관(史官)2:
③ 검서관(檢書官):
④ 사자관(寫字官):
⑤ 도화원(圖畫院):

활동 2

사론(史論) 쓰기

사관은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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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활동 1

4~5/12

지구 온난화가 바꾼 도로 위 모습 세 가지

혹시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1989년에
방영된 이 애니메이션은 인류가 환경오염으로 살 수 없게 된 지구를 떠
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고군분투
하는 미래에는 인간과 똑같은 로봇이 있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다닙니
다. 2020년 지금,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애니메이션과 다르고 또 비슷
할까요?

첫째. 차보다 사람 먼저
<도로의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간을 보여주는 행진. 그린피스 활동가가 '
차가 아닌 사람을 위한 도시' 라는 사인을 들고 있다>

둘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대중교통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의 교통의 66%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이
루어진다>

셋째. 매연 없는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출처>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6740/blog-ce-3things-changed-on-the-roa
d-by-global-warming/
▶ 2030년 지구 온난화에 따라 바뀌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여 발표해 보자.
활동 2

복사 평형

▶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상태
①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양 >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
②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양 <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
③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양 =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

지구의 복사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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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사에너지
1) 복사 : 에너지가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방법.
2) 복사 에너지 : 물체가 그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에너지
<태양복사에너지>

<지구복사에너지>

2. 온실효과
1) 지구와 달의 복사평형의 차이

2) 대기중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
3) 지구복사 에너지를 다시 지표로 반사 흡수
☞

지구 온난화

▶ 지구의 복사 평형
①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중 약 30%는 반사된다.
② 지구의 대기와 지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약 70%를 흡수
하고, 지구복사로 약 70%의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고 있어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룸.
▶ 온실 효과
: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기체(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가
지표에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내보내어 지표의 온도를 높이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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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6/12

6대 온실 가스

활동 1
1. 온실 가스란?

2. 온실 기체 분자 모형 만들기
-대표적인 6대 온실 가스에 대해 살펴본 후 각각의 온실가스 중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입체적으로 만
들어 보자.
6대 온실가스 :  ,  ,  ,  ,  ,  , 













3. 6대 온실가스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온실가스

배출원

특징

온난화지수
(G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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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저감방법

활동 2
1.

활동 1

6대 온실가스 패임랩
을 참고하여 6대 온실가스의 정보를 담은 패임랩 창의적으로 제작해 보자.

<포함될 내용> 온실가스 분자식, 모형, 온실가스별 특징, 발생원, 지구온난화 기여도, 저감 방법
<재료> 채색도구, 머메이드지, 가위, 풀

참가자

학번

연락처

정보

이름

이메일

페임랩
주제

주제 선정
이유

페임랩 내용
및
과학적 원리

소품 제작
및
발표 방법

본인은 위 유의사항과 관련된 타인의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서약하고,
또한 관련 대회 참가시 본인 동영상을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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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서명)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노력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합물의 발생을 줄이는 과학적 방법을 정리해 보자.

▶온실 가스 저감방법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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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활동 1

7/12
마이크로비트 이해하기, LED 켜기

‣ 마이크로비트의 기본 기능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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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me 으로 https://makecode.microbit.org/ 접속하기

- ① : 프로그래밍 후 결과를 시뮬레이터로 보여주는 창
- ② : 명령어 블록
- ③ : 명령어 입력 창

: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을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할 때 사용함

‣ 마이크로비트 기초 코딩 실습하기(LED 켜기)

활동 2

마이크로비트로 네오픽셀 제어하기

‣ 마이크로비트 코딩(https://makecode.microbit.org)
- 네오픽셀 확장 프로그램 다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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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픽셀 변수 지정하기
- 마이크로비트의 입력값에 따른 네오픽셀 색상 변화 시키기

‣ 노트북과 마이크로비트 연결하여 프로그램 다운로드하기
‣ 확장보드와 네오픽셀 연결하기

‣ 네오픽셀의 제어 결과(색상 변화)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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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활동 1

8~9/12
OLED 와 습도 센서 작동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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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논리 연산 기능으로 수분 값에 따라 네오픽셀 다르게 작동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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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물의 양에 따라 수중 모터 동작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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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마이크로비트 및 수분센서, OLED, 네오픽셀, 수중 모터를 활용하여 식물 관리 장치 만들기
* 세부 문제 상황
- 수분 센서와 OLED : OLED 화면에 현재의 온도, 흙의 수분 값이 제대로 출력되어야 함.
- 수분 센서의 값에 따른 네오픽셀의 변화 : 수분 센서의 값(물 부족, 물 보통, 물 충분의 3 단계)에 따
라 네오픽셀의 [색상 변화]를 보이도록 할 것
- 수분 센서의 값에 따른 수중 모터의 기능 : 수분 센서의 값(물 부족, 물 보통, 물 충분의 3 단계)에
따라 수중 모터의 작동에 [3 초 유지, 1 초 유지, 멈춤]으로 설정할 것

< 마이크로비트, 확장보드(Robot:bit) >

< 습도 센서 >

< 수중 모터 >

< 네오픽셀 >

< O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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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식물 관리 장치 코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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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관리 장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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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12 차시

활동 1

기상청에서 조사한 자료의 주제와 내용을 적어 봅시다.

- 주제:
- 내용:
- 표와 그래프 붙이기

- 그래프 해석 :

활동 2

그래프의 과 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활동 3

다음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그래프이다. 각 그래프의 의미를 해석하여

대기 오염 유발 물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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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활동 1

11~12/12 차시
기후변화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래프로 알아보기

1. 기후변화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그래프의 결과로 인한 피해사
례를 설명하시오.

2. 기후변화가 숲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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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 온도가 상승할 때마다 변하는 지구현상에 대해 정리하시오.

‘

활동 2

활동 3

지구를 지키는 해결책을 찾아 정리하시오.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해 봅시다.

● 조원명단 :
● 주제선정
● 역할분담
● 내용정리
● 자료검색
●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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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자료
차시

1~3/16
용어 설명

1. 추체험: 역사적 행위자의 사고를 관련된 증거에 입각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함으로써
역사적 행위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하고 인식하는 활동(R.G.Collingwood)
2. 감정이입적 역사이해: 현재인의 생각으로 과거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람의 입장에서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
3. 지진주사(知珍州事):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珍山)의 옛 이름 진주(珍州)를 다스리는 관직명
4. 태백성(太白星): 금성
5. 28 수(二十八宿): 하늘의 적도를 따라 남북에 있는 별들을 28 개로 구획으로 구분한 별자리
6. 자미성(紫微星): 북두성의 동북쪽에 벌여 있는 15 개 별 가운데의 하나이며 천자의 주성
7. 태미서원(太微西垣): 전통 별자리 체계인 삼원(三垣)의 하나로서 하늘의 천자(天子, 자미성)와 대신들
이 정무를 보는 궁정(宮廷) 서쪽 담인 서번(西蕃)
8. 황충(蝗蟲):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
9. 황작(黃雀): 참새
10. 상율(橡栗): 도토리와 밤
11. 병화(兵禍): 전쟁이나 난리로 말미암은 재앙
12. 우역(牛疫): 소의 전염병
13. 항업(恒業):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직업
14. 책형(磔刑): 기둥에 묶어세우고 창으로 찔러 죽이던 형벌
15. 한산(閑山)의 패배: 정유재란 칠천량 해전의 패배
16. 실록청(實錄廳): 조선시대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기구
17. 편수관(編修官):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 정 3 품 당하관에서 종 4 품까지의 직명(職名)으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함
18. 사관(史官):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여 역사의 초고를 쓰던 관원
19. 검서관(檢書官): 규장각에 두었던 관직으로 서적의 검토를 담당함
20. 사자관(寫字官): 조선시대 문서를 정사(精寫)하는 일을 맡아본 관직
21. 도화원(圖畫院): 조선시대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활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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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차 교육과정 국사 교사용 지도서
자료출처

2. 양호환 외 3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3.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4. 나무위키 경신대기근 https://namu.wiki/w/경신대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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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6/16

(1) 지구 온난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후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물권, 지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역의 내부 혹은 권역간 복잡한 물리과정이 서로 얽혀 현재의 기후를 유지합니다.
기후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대부분(99.98%)은 태양에서 공급되며, 기후 시스템 속에서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지구 장파복사 형태로 우주로 방출됩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하므로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기후시스템에서 온실효과는 필요하지만 지난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다량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됨에 따라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지표온도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6 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총량으로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나타냄.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지구에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을 말함.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의 7 개 물질을 대표적 온실가스로 정하고 있음.수소불화탄소(HFCs):
불연성 무독성 가스로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로 사용됨.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 제 3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97)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6 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를 감축 대상으로 명문화함.
온실효과: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하여 지구를 보온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을 말하며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함. 만약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18℃ 까지 내려가 생명체가 살 수 없으며, 온실효과가 지구 평균 기온을 15℃ 정도로 유지하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줌. 그러나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됨.
육불화황(SF6): 전기제품,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되는 가스.
이산화질소(NO2): 자극성 냄새가 나는 갈색의 유해한 기체로 과산화질소라고도 함.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에서 배출되며 태양광 하에서 NO 와 산소원자(O)로 분리되고 산소원자는 다시 산소분자와
결합해서 오존(O3)를 생성함.
지구온난화지수: 대기 중 농도의 변화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기체들의 상대적인 복사 흡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공통적인 수단으로 방출 수준을 해석하기 위한 지수임. 각각의 기체들을 기준이
되는 기체들과 비교했을 때 대기하층에서 성층권까지의 상대적 가열정도의 척도로 나타내어진 것임.
GWPs 는 일정기간(보통 100 년)동안 1kg 의 온실가스가 야기하는 적외선 흡수 능력(가열효과)과
이산화탄소 1kg 의 영향에 대한 비율로 측정됨. 복잡한 대기중 화학 반응에 의해 방출된 기체들은
복잡성 때문에 GWPs 에 의해 측정되어 왔고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나타내어짐. IPCC 는
새로운 회기마다 이 GWP 를 업데이트함. 100 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1 로 볼 때, 메탄은 21,
아산화질소는 310, HFC 1,300, PFC 7,000, 육불화황 23,900 정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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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임랩 발표 주제 예시
발표 주제 예시
1) 2018 내 연구를 소개합니다. (https://youtu.be/NPGfIaZqP2A)
2) 작은 것들을 위한 빛 집게 (’20, 한국대회 본선 (https://youtu.be/mZCg3yz4B_g)
3) 2020 페임랩코리아 (FameLab) 최종 본선대회 (https://youtu.be/-qBCR3kiJcE)
4) 2021 페임랩코리아(FameLab) 최종 본선대회 (https://youtu.be/yja-CKd_fmM)
5) 통합과학 페임랩 샘플영상(https://youtu.be/_CM8KHcXUMY)
(4) 페임랩 작품 예시

자료출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88
https://www.gihoo.or.kr/portal/kr/change/globalWarmi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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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12/12 차시

(1) 지구의 이상징후 제시

(2)
(3)
(4)
(5)

기온변화와 이상징후 관련 사이트 및 참고자료 제시
구글 엑셀 사용 방법 안내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 방법 안내
활동 결과

자료출처

*통계청(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지금껏 외면했지만, 이젠 코앞에 닥친 '지구'의 재앙 l 생각지 못했던 현실 문제들
(https://www.youtube.com/watch?v=0OqQKthHoAg)
*지구 빙하가 전부 녹아버리자 벌어지는
기후변화(https://www.youtube.com/watch?v=x9lKlj0p6rU)
*코로나19특집: 2050 생존의 길(https://www.youtube.com/watch?v=fjvbrtHE7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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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관찰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 과정을 붕당 정치에서 탕평

상 정치로 이어지는 과정과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
다.

1~3
/12

중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를 붕당 정치와 탕평 정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하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와 탕평 정치가 등장하였음을 말
할 수 있다.
과학적 탐구 능력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복사 평형과 구름 발생
실험 등의 탐구를 수행하고, 지구에서의 복사평형과 온실 효과를

상

설명하였다. 발표 주제가 흥미롭고 창의적이다. 과학원리가 포함되
어 있고, 내용에 과학적 탐구가 드러나 있다. 관객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한다.

4~6

과학적 탐구 능력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복사 평형과 구름 발생

/12

실험 등의 탐구를 수행하고, 지구에서의 복사평형과 온실 효과를

중

설명하였다. 발표에 과학원리가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 과학적 탐
구가 드러나 있다. 관객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한다.
교사의 안내를 받아 복사 평형과 구름 발생 실험을 수행하고, 지구

하

에서의 복사평형과 온실 효과를 설명하였다. 발표에 과학원리가 포
함되어 있고, 내용에 과학적 탐구가 드러나 있다.
생명 기술 시스템 단계별 세부 요소를 적용한 생명 기술의 과정을

상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생명 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탐색하고 실현
하여 평가할 수 있다.

7~9

생명 기술 시스템의 단계별 세부 요소를 적용한 생명 기술의 활용

/12

분야와 발달전망을 설명할 수 있다.

중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
다.

하

생명 기술 시스템의 개념과 생명 기술의 과정을 말할 수 있다.정보
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말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자료를 검색
하고, 엑셀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가공한 후 정확
상 하게 분석한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전달력 높은 사례를 찾아 피해 정도를 설명하고 해
결책을 정확히 제시하여 발표한다.
10~12
/12

기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검색하고 엑셀로
중 이용하여 표와 그래프를 작성한다. 해결책을 제시하
여 전달력 높은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전달한다.
교사의 안내를 받아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자료를 찾
하

고 엑셀을 이용하여 자료를 가공하고, 발표 자료에
수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 수학적 탐구가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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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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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 의 록
회의 일시

2021.5.31.(월), 12:10~13:10

회의 장소

학성여자중학교

회의 목적

기후변화 위기 프로그램 개발 협의

참 석 자

학성여자중학교 교사 조가영, 김소영, 이관희, 남종우 총4명

◦ 프로그램 개발 협의
-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정 분석
- 기후변화의 과거-현재-미래 시간 순으로 관련 교과 연구
◦ 기후 관련 조사
- 조선왕조실록에서 기후 위기 (17세기 위기론) 사료학습
- 바이오스피어 만들기
- 마이크로 비트 활용 스마트팜 제작
회의내용

- 기후 통계 포스터 제작 방법 공유
- 이산화탄소 변화량에 따른
◦ 활동사진 첨부 권장

◦ 2021.05.30. 33,900원 식비, 4인(투썸플레이스)
지출내역

지출금액

총 3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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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회의 일시

2021.6.15.(화), 16:30~

회의 장소

학성여자중학교 및 인근 식당

회의 목적

기후변화 위기 프로그램 중간 협의회

참 석 자

학성여자중학교 교사 조가영, 김소영, 이관희, 남종우 총4명

◦ 기후변화 관련 적용 대상 선정 및 적용 시기 선정
- 3학년 전교생 대상 선정
- 1학기 기말고사 이후 7월 적용 예정
◦ 세부 프로그램 조정
- 기후변화의 과거-현재-미래 설정
- 역사-과학-기술 순으로 배정
-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통계그래프 그리기
- 자료 공유 방법 탐색
회의내용

- 세부 내용 선정 및 공유
◦ 활동사진 첨부 권장

◦ 2021.06.15. 82,000원 식비, 4인(인근 식당)
지출내역

지출금액

총 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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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회의 일시

2021.9.30.(목), 16:30~

회의 장소

학성여자중학교 및 인근 식당

회의 목적

사후 설문조사 및 최종 보고서 관련 회의

참 석 자

학성여자중학교 교사 조가영, 김소영, 이관희, 남종우 총4명

◦ 3학년 대상 사후 설문조사 계획
- 설문조사 시기 선정
- 설문 대상 및 설문 내용 검토
- 교사 사후 만족도 조사 설문
◦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회의
-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위한 학생 개인 인터뷰 및 소감 받기
회의내용

- STEAM 프로그램 적용 후 좋았던 점과 개선점 공유
- STEAM 프로그램 수정 보완

◦ 2021.09.30. 88,000원 식비, 4인(인근 식당)
지출내역

지출금액

총 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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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1)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가. 1차 교사 연구회 STEAM 행사 결과
- 일시 : 2021.7.13. 15:00~
- 장소 : 본교 메이커실
- 대상 : 본교 교직원 37명
- 내용 : STEAM 교육의 기본 개념, STEAM 교사연구회 소개
기후 위기 대응 채식 요리 체험, 에코백 배부

- 53 -

나. 21차 교사 연구회 STEAM 행사 결과
- 일시 : 2021.10.8. 15:00~
- 장소 : 본교 메이커실
- 대상 : 본교 교직원 37명
- 내용 : STEAM 교사연구회 개발 프로그램 소개,
DIY 비건 가죽공예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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