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2017. 11. 30.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 2017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
■ 초

□ 중

□ 고

개선

신규

■ 일반주제

■ 일반주제

□ 우대주제

□ 우대주제

프로그램 구분
학년(군) (3학년)
연구제목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기간

2017. 4. 20. ~ 2017. 11. 30.

연구비

금사백만원(4,000,000원)
소속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성명

한민철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원

곽유진, 김지혜, 현승용

상기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써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한 민 철 (인)

이 보고서는 2017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목 차

1. 요약문 ····························································································································· 1
2. 서론 ································································································································· 1
3. 연구 내용 및 결과 ······································································································ 2
가. 연구 내용 ·················································································································
나. 연구 결과 ·················································································································
1) 연구 결과 요약 ·····································································································
2) STEAM 만족도 조사 방법 및 결과 ···································································
3) 학생 평가 방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
4) 교사 네트워크 활동 ·····························································································
5) 교사연구회 자체 평가 ·························································································

2
4
4
5
9
9
9

4. 결론 및 제언 ·············································································································· 11
5. 참고문헌 ························································································································· 12
[부록]
부록1. 현장적용 결과 요약 ···························································································· 13
부록2. 활동사진 ················································································································ 14
부록3. 회의록 ···················································································································· 15
부록4. 플립러닝 수업 적용 매뉴얼 ··············································································· 20
부록5 만족도 조사 설문지(학생용) ··············································································· 33
부록6 만족도 조사 설문지(학부모용) ··········································································· 34
부록7 만족도 조사 설문지(교사용) ··············································································· 35

[붙임]
붙임1. 수업지도안 ············································································································ 36
붙임2. 정산보고서 ············································································································ 75

- i -

2017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1. 요약문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지역적,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그 숫자가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일부 동물원은
허술한 동물원법과 시행령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열악한 시설 아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동물
보호협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즐거움만을 위한 동물전시로 인해 동물들이 고통받는 경우
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동물의 특징과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
여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비슷한 주제를 통합하여 교과간 통합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3학
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의 지역에 동물원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최종적으로는 동물이 지역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동물원 모형을 제작한다. 또한 다른 반 학생들을
초청하여 동물원 모형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을 적용하는 데 있어, 플립러닝 수업방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고 교실
에서는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으로써 수업시간에 교사활동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들
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교과서 중심의 지식 습득과 이해를 너머 학생들이 직접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STEAM 프로그램 개발

나. 연구의 목적
- 기존 STEAM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 적용가능한 STEAM 프로그램 제시
-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운영
-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개발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정의적 영역의 효과
성 검증
-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개발 프로그램의 공유 및 확산

다. 연구의 범위
- 기존 STEAM 프로그램 개선 및 적용: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무동력 글라이더 STEAM 프로그램
을 현장에 적용하였다. 적용과정중에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수정하여 수정된 STEAM 프로그램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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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해 3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과학교과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교과의 주제를 통합하
였다. 3학년 3개반을 대상으로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학기 교과 시간에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내용
1) 기 개발 STEAM 프로그램 개선
가)운영 대상 및 시기
- 운영대상: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5, 6학년 총 30명
- 운영시기: 2017. 5. 13. ~ 2017. 7. 8. 총 7회 운영
나) 적용방법
- 토요일 과학교실 운영을 통한 기 개발 STEAM 프로그램 적용 및 개선점 추출

2)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 운영 대상 및 시기
- 운영대상: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3학년 3개반 총 72명
- 운영시기: 2017. 5. 19. ~ 2017. 11. 30.(약 7개월)
나) 적용방법
- 교육과정 분석 및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심어줘야할 학습자 역량 부분 반영
- 교과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 월 1회 교내 3, 4학년군 교사 대상 자체 워크숍(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 7회) 운영
다) 프로그램 계발 및 적용 계획
ㅇ 문헌연구 및 국내․외 선행 연구 조사
기초 조사

ㅇ 전문가 협의회: 각 교과별 교사, STEAM 내용 전문가(자문위원)로 구성하여 연
구방향 논의

⇩
STEAM
프로그램
개발틀
설계
⇩

ㅇ 교과별 내용 분석, 예비활동 과제 선정
ㅇ 과제 선정 준거(수준 적합성, 실제 수업 가능 여부, STEAM관련성 등)
ㅇ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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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ㅇ 프로그램 분석 및 세부 활동 명료화
STEAM

ㅇ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내용 선정 및 조직

프로그램
ㅇ 참고자료, 수업 지도안, 학생용 자료 개발을 통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개발
⇩

ㅇ 개발자별 대상자 선정 수업 운영,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마련
수업 적용
ㅇ 전문 분야 자문위원의 자문활동
⇩
ㅇ 사후 만족도 검사/ 학생들의 학습결과물 및 사진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평가

프로그램

※ 검사 도구: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교사․학생 만족도 조사지
평가

ㅇ 수정 및 보완

⇩
보고서 작성
및 발표

ㅇ 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ㅇ 시사점 도출, 운영방안 제시 및 보고서 작성

3) 연구개발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일 정
비고

수행내용
기 개발 STEAM 자

4월

5월

6월

7월

료 선정 및 적용
선행 연구 및 기초
자료 조사
프로그램 개발틀 설계
프로그램 개발
수정 및 보완
현장 적용
검사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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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월

10월

11월

4) STEAM 프로그램 개선, 개발 교육과정 성취기준
[개선] STEAM 아웃리지 프로그램: 한국폴리텍대학 1-2. 초등(5, 6 학년) STEAM 무동력 글라이더

Ÿ (교육과정 성취기준)
[6과07-01]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여 속력을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6실05-01]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2]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미02-05]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STEAM
프로그램
개선,
개발
교육과정
성취기준

[6국01-01]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국01-04]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6국03-03]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개발]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Ÿ (교육과정 성취기준)
[4과03-01]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4과03-01]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관찰하고 생김새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4과03-0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2수05-02] 분류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고, 표로 나타내면 편리한 점을 말할 수 있다.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4미02-05] 조형 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나.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1. 기존 STEAM 프로그램 적용(5, 6학년 과학동아리 참여학생 30명) 및 개선안 작성
2. 기존 STEAM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개선점 찾기에 중점을 두어 수업 설계부분을
중심으로 수정함
3. 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기존 프로그램이 개발됨
기존
STEAM
프로그램
개선

→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프로그램 수정함
4. 기존 프로그램에서 시청각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상황제시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프로그램 수정함
5. 글라이더 제작용 교보재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구성됨
→ 교사 입장에서 재료 준비 및 학생 입장에서 제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나와
있는 완제품 글라이더 키트를 여러 개 제시하여 구조를 창의적으로 변경하는 부분 추가함
6. 기존 프로그램을 양력의 원리를 시소 시험 교구를 통해 학습함
→ 학생들이 쉽게 만들면서 양력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베르누이 양력으로 가는 배’ 키트를
활용하는 수업 내용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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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1.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3학년 3개반)
2. ‘최고의 동물원을 만들자!’를 프로그램 주제로 총 11차시를 개발함
3.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국어, 미술, 수학 교과를 통합하여 적용함
4. 3학년 2학기 1단원의 모든 성취기준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플립러닝 수업 구조로 구성
하여 교사가 원하는 내용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함
5. 플립러닝 수업 적용 매뉴얼을 함께 제시하여 교사가 플립러닝 수업을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STEAM 만족도 조사 방법 및 결과
- 학생 STEAM 태도(사전, 사후),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함
- 학생 STEAM 태도(사전, 사후) 조사인 경우 결과 분석을 제외함
※ 학생 STEAM 태도 조사의 결과 분석 제외 이유
1) 사전, 사후 조사 간격이 너무 짧음(약 한달)
2) 3학년 수준에서 온라인 설문 문항의 이해력 부족
3) 3학년 수준에서 너무 많은 설문 문항으로 문항 답변의 신뢰성 부족
- STEAM 만족도 조사를 STEAM 프로그램에 참여한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함(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함)
정의적 영역 효과성 검증
1. 검증 내용 및 방법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적용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검증 영역

조사 내용

대 상
학생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3학년

- 학생(수업 이해도, 학습 만족도, 적용 가능성)

3개반), 2017. 11.

정의적 영역
- 학부모(자녀의 학습 만족도, 정서적 향상, 적용 가능성)

시 기

학부모,

- 교사(수업 적용성, 전문성 향상, 적용 가능성)

도 구

방법

자체

조사지

설문지 결과분석

교사

- 정의적 영역 효과성 검증: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
고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운영 만족도 조사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학생 6문항, 학부모 5문항, 교사 6문항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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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영역 효과성 검증
2. 검증 결과 및 분석
가.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생의 만족도 조사 반응
문 항

내 용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
업은 이해가 잘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N=72
62
8
2
0
0
52
13
7
0
0
51
18
3
0

%
86
11
3
0
0
72
18
10
0
0
71
25
4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47

65

그렇다.

17

24

보통이다.

8

11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37

51

그렇다.

26

36

보통이다.

9

13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
업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
업이 학습면(학업성취도, 이해
도)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
업이 정서적인 면(자신감, 학습
동기 등)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
업이 다른 교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학년 72명
(2017. 11.)

응답내 용

0
0
매우 그렇다.
61
85
그렇다.
11
15
앞으로도 플립러닝을 적용한
보통이다.
0
0
STEAM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
그렇지
않다.
0
0
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0
학생들의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3학
전혀 그렇지 않다.

년 3개반 학생들은 6가지 문항 모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앞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3학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적용이 다른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 안내나 프로그램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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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영역 효과성 검증
2. 검증 결과 및 분석
나.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반응
3학년 학부 모 48명

문 항

내 용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
업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N=48
31
12
5
0
0
28
10
10
0

%
65
25
10
0
0
58
21
21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26

54

그렇다.

15

31

보통이다.

7

15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22

46

그렇다.

18

37

보통이다.

8

17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
업이 자녀의 학습면(학업성취도,
이해도)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
업이 자녀의 정서적인 면(자신
감, 학습동기 등)에서 도움이 되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
업이 자녀가 다른 교과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2017. 11.)

응답내 용

0
매우 그렇다.
38
그렇다.
10
앞으로도 자녀가 플립러닝을 적
보통이다.
0
용한 STEAM 수업을 진행하면
그렇지 않다.
0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3학년 학부모들의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0
79
21
0
0
0
변화를 살펴

보면 5가지 문항에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앞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3학년 학부모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교육에 투입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설문결과와 비슷하게 학부모의 설문결과에도 STEAM 수업이 다른 교과를
이해하는데 보통에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STEAM 수업을 적용하기 전에 수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학부모님께 제공해서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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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영역 효과성 검증
2. 검증 결과 및 분석
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의 만족도 조사 반응
STEAM 프로 그램 개 발
및 운 영교사 4명
문 항 내 용
응답내 용
(2017. 11.)
N=4
%
매우 그렇다.
4
100
STEAM 지도요소를 추출한 플립러
그렇다.
0
0
닝을 적용한 STEAM 수업 적용이
보통이다.
0
0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학생의 학
그렇지 않다.
0
0
습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생각하십니까?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관련
교사대상 연수는 STEAM 수업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을 적
용한 수업이 학습면(학업성취도, 이
해도)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업
이 정서적인 면(자신감, 학습동기
등)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
니까?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업
이 다른 교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3
1
0
0

75
25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4
0
0
0
0
4
0
0
0
0
2
2
0
0
0
4
0
0
0
0

100
0
0
0
0
100
0
0
0
0
50
50
0
0
0
100
0
0
0
0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STEAM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가지 문항에 만족도
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앞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교사 모두가 다시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STEAM 프로그램
이 학생들에게 학습면과 정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설문내용에는 없었지만 교사연구회를 통해 교사들 사이의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보완하며 수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사들 사이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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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평가 방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번호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1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는가?

관찰 평가

프로젝트 계획서

2
3
형성
평가

4
5
6
7

형성
평가

총괄
평가

드 맵으로 정리하는가?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는가?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
식의 차이점을 정리하는가?
동물원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을 고
려하여 동물원을 설계할 수 있는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
원 모형을 제작하고 설명하는가?
프로젝트 활동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가?

관찰 평가

고무자석 칠판에 정리한 내용

관찰 평가

개별 노트

수행 평가

수행평가지

관찰 평가

화이트보드 모둠 칠판에 정리한
내용

산출물 평가

동물원 모형

자기평가,
모둠내 평가

프로젝트 평가지

1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 평가

지필 평가지

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 평가

지필 평가지

총괄
평가

구분

조사한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마인

번호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1

프로젝트 계획서

모둠별 협업 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행동발달특성에
반영할 내용을 기록한다.

2

고무자석 칠판에
정리한 내용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행동발달특성에
반영할 내용을 기록한다.

3

개별 노트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행동발달특성에
반영할 내용을 기록한다.

4

수행평가지

수행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과학교과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다.

5

화이트보드 모둠
칠판에 정리한 내용

6

동물원 모형

7

프로젝트 평가지

1

지필 평가지

성취기준에 준해서 과학교과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다.

2

지필 평가지

성취기준에 준해서 과학교과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다.

자료를 조사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행동발달특성에 반영할 내용을 기록한다.
성취기준에 준해서 과학교과와 미술교과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다.
자기평가와 상호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활동을 진행하고
진보정도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행동발달특성에 기록한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행동발달특성에 기재할 경우(모둠 활동 및 개별활동에 근거함)
모둠 토의를 진행할 때, 모둠원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과학교과에 기재할 경우(성취기준에 근거함)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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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 네트워크 활동
가) 주제: 학생 중심 STEAM 수업 적용을 위한 수업방법(공문번호: 부설초-3770(2017.8.22.)
나) 일시: 2017. 8. 31.(목) 13:00~17:00
다) 장소: 제주교대부설초 5학년 달님반 및 본관 도서관
라) 수업 공개자 및 연수강사: 서울남산초 최대규 선생님
마) 참가자: 본교 교원 포함 25명
바) 시간별 내용
시간

내용

13:00~15:00

학생 중심 STEAM 수업 적용

15:00~17:00

학생 중심 STEAM 수업을 위한 이론적 토대

비고
공개수업
강의식

사) 시사점 및 제언
- 실제 공개수업 적용 후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음
- 학생 중심 STEAM 수업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세미나여서 좋았음
- 실제 선생님들이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세미나 진행에서 타학교 선생님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교내 공개수업 연계 진행이 필요
- 강사 중심의 운영이 아닌, 실제 교사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 공유의 시간이 필요함
- STEAM 수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해 세미나 형식을 벗어나 학교 상황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자체 연수, 적용 사례 발표회 등)을 운영할 수도 있음

5) 교사연구회 자체 평가
1. 3 학년 3 개반이 각각 프로그램 적용 시점에 차이를 둠 → 처음 적용한 반은
적용 과정에서 시사점을 추출하여 나중에 적용할 반과 내용을 공유할 수
교사

있어서 좋았음
2. 세미나를 진행하여 STEAM 수업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은 유익했으나, 행사
진행 및 인원 모집에서 힘든 점이 있었음

평가내용

3 학년 수준에서 플립러닝 수업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많이
학생

소요됨 → 원활한 플립러닝 수업 적용을 위해 학급 밴드나 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 같음

STEAM 협의체
기타

STEAM 협의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체계적으로 해주어 좋았음
기존 STEAM 프로그램 개선 항목이나 방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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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기존 STEAM 프로그램 개선 및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운영 면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개선점을 추출해 냄으로써 기개발된 자료를 실제 현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STEAM 프로그램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정함으로써 2018년 3, 4학년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STEAM 교육과정 분석을 준거로 한 STEAM 교육 재구성 편성·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융합적 교육과정 운영의 실현 계기가 되었으며, STEAM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무엇보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첫째, 학생들은 영상매체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수업에서 흥미를 갖고 능동적
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둘째, 교실에서 지식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플립러닝 수업 방식을 통해 실제 교실에서는 학
생들간의 토의활동 시간이나 자료 공유시간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동물원 모형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과학적인 지식과 접목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과
학적 지식을 실제 생활과 접목시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소규모 모둠중심의 협력학습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 서로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끝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후속 과제 수
행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형 STEAM 주제가 학생들의 관심만 유도하는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사전
에 교사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영속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수업 설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STEAM 교육과정 편성을 기반으로 현장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STEAM 수업자료의 확보
와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본 STEAM 교육은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STEAM 교육의 신뢰성 있는 결과 검증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도구 개발과 다양
한 영역의 평가도구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STEAM 교육 교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현장사례 중심의 체계
적 연수확대와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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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현장적용 결과 요약

<STEAM 프로그램(수업) 현장적용 요약>
구분

STEAM
프로그램명

적용 학교명

적용
학년

적용 교과(시수)

적용 기간

수혜
학생 수

STEAM 아웃리지
프로그램:

개선

한국폴리텍대학
1-2. 초등(5, 6학년)
STEAM 무동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5,6

부설초등학교

과학(4)+실과(4)+미
술(4)+국어(2)

5.13.~7.8.

30명

10.9.~10.31.

72명

글라이더

개발

최고의 동물원을
만들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3

부설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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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8)+미술(2)+수
학(1)+국어(1)

[부록2] 활동사진

STEAM 개선 프로그램 수업 적용 모습1

STEAM 개선 프로그램 수업 적용 모습2

STEAM 개선 프로그램 수업 적용 모습3

STEAM 개선 프로그램 수업 적용 모습4

STEAM 개선 프로그램 수업 적용 모습5

동물원 프로젝트 관련 자료 수집

프로젝트 계획서 학습지

프로젝트 결과 발표

모둠별 토의 모습

모둠별 동물원 제작 계획판 작성

동물원 모형 제작 모습

국내의 동물원 자료 수집 장면

외부 강사 초청 세미나 장면

외부 강사 초청 연수(수업적용 장면)

교사협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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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의록

회의록
일시

2017.5.23.(화) 15시~17시
교수 김종우,

참석자

장소

교사 곽유진,

교사 한민철,

제주대학교교육대학
교수 연구실

교사 김지혜,

교사 현승용

1. 기존 STEAM 프로그램 개선 방향 설정
- 기존 지도안을 토대로 적용 계획을 세우기로 함
- 현장에 적용가능한 지도안으로 개선
-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성취기준 수정
- 추상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예: 동기유발, 상황
제시 등)
회의내용

2.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방향
- 최종 결과물(동물원 모형)에 대한 교사의 사전 제작 요구
- 플립러닝 사전자료에 대한 협의 필요
- 교과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동물원 제작 프로젝트와 연계
-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협업 강화
- 플립러닝 수업 적용 방법 매뉴얼 제작
- 수업 진행시 3학년 수준을 감안해서 교사의 구체적인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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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일시

참석자

2017.5.27.(토) 16시~18시
교사 정유진,

장소

교사 곽유진,

교사 한민철,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 도서관

교사 김지혜,

교사 현승용

1. 학생 중심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회의 주제
- 수업 운영시 교사의 태도
- 놀이를 활용한 수업 방법
- 교사의 유형별 수업 방식의 차이점
- 학생 중심 수업 운영을 위한 TIP
2. 검토 내용
회의내용

- 수업에서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로 플립러닝 자료에서 너무 많은
자료를 제시할 필요 없음
- 모둠별 교구(고무자석 칠판, 화이트 보드 등)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료를 공유하도록 수업 구성 방향 설정 필요
- 반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해서 시사점을 추출한 후, 후속 적용반인
경우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음
- 동물원 모형은 친환경적인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서 인간중심적
인 동물원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유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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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일시

참석자

2017.6.15.(목) 15시~17시
교사 양은석,

장소

교사 곽유진,

교사 한민철,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 도서관

교사 김지혜,

교사 현승용

1. 플립러닝 STEAM 프로그램 개발 방향
- 플립러닝 사전자료는 반별 특성에 맞게 다르게 적용가능함
-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 과학 1단원 교과서 내용의 전달이 주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거나 검색하는 시간을 부여해야함
- 수업 설계를 함께 진행하고 설계과정에서 비판이나 평가보다는 수
회의내용

업에 대한 아이디어 생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2. 학생 중심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고려할 점
- 교사의 발문방식을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해야 함
- 학생들의 주의집중법을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함
- 활동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을 안내가 필요함
- 학생들이 동물원 모형을 제작하고, 제작한 것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모둠의 동물원의 장점을 찾아내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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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일시

참석자

2017.9.29.(금) 17시~18시
교사 최용수,

장소

교사 곽유진,

교사 한민철,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 도서관

교사 김지혜,

교사 현승용

1. 기존 STEAM 프로그램 개선 내용 확인
-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프로그램 수정됨
- 상황제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좋았음
- 글라이더 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 재구성 좋았음
- 현장 활용 측면에서 개선 방향이 적절함

회의내용

2. 학생 중심 STEAM 프로그램 개발 자료 적용 전 검토
- 실제 수업에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동물원
모형 자료 조사, 동물원 모형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필요
- 학생 중심 수업으로 STEAM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학년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함
- 반별로 적용시점을 다르게 제시하는 게 좋음
- 최종 결과물이 단순히 만들기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제작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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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일시

참석자

2017.11.17.(금) 17시~18시
교사 최용수,

장소

교사 곽유진,

교사 한민철,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 도서관

교사 김지혜,

교사 현승용

1. 플립러닝 STEAM 프로그램 적용 후 시사점 논의
- 모둠별로 의견 조율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음. 학년
수준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교사 개입이 필요함
- STEAM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았음. 학생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실효성 확인
-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주제에 대한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좋았음
- 학년 수준을 고려해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구체적
인 안내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회의내용
2. STEAM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사점 논의
- 기존 STEAM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기 보다는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개선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 될 것임
-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천을 위해 STEAM 프로그램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학기에 적용하기 보다는 1학기와 2학기에 프로그램을 각각 적용했
으면 좀 더 다양한 STEAM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함
- 학년 수준을 감안해서 플립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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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플립러닝 수업 적용 매뉴얼
1. 수업 적용의 단계
◎ 1단계: 오캠 프로그램으로 영상 캡처(Zoomit 프로그램으로 판서)
◎ 2단계: 유튜브에 업로드(미등록)
◎ 3단계: Blendspace.com 사이트에 유튜브 영상 링크주소 연결
◎ 4단계: 학생들에게 플립러닝 영상 제시
◎ 5단계: 플립러닝 영상을 바탕으로 교실 수업 전개

2. 프로그램 세부 사용방법
가.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 ‘오캠(OCAM)’
1) 오캠(OCAM) 프로그램이란?
- OCAM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컴퓨터 화면을 쉽게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면서 교사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플립러닝 사전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주의할 점★★★
- OCAM 프로그램은 개인에게만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이고, 기업이나 학교는 유료로 배포되는 프로
그램임.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며, 학교 컴퓨터에는 설치하면 안 됨)

2) 오캠(OCAM) 설치하기
- Naver 검색창에 영어로 ‘ocam’을 입력하고 검색
- 하단에 오캠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다운로드 버튼 클
릭
- 오캠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Naver Software 인터넷창이
열리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 컴퓨터에 오캠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오캠 프로그램을
설치
※ 설치가 완료되면 광고창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데, 이 창은
닫아도 상관이 없음. 설치가 완료되면 오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됨

3) 오캠(OCAM) 메뉴 설명
- 오캠을 실행시키면 왼쪽 사진과 두 개의 창이 생기게 됨
- 왼쪽 창은 캡처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창이고 오른쪽 창은 오캠의 전반적인 캡처메뉴가 들어 있
는 메뉴창임
- 왼쪽의 영역 선택창의 외곽선 가장 자리에는 네모 모양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을 클릭하여 캡처하고자
하는 영역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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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선택창 가운데 십자형 화살표를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이동하면 영역 선택 창을 이동시
킬 수 있음. 오캠 메뉴창의 메뉴는 다음과 같
음.

가) 녹화 메뉴
- 녹화 메뉴는 영역 선택 창 영역(초록색 테두리) 안의 화면 녹화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메뉴
- 직접 녹화 메뉴를 클릭해도 되고 단축키로는 'F2'키를 눌러도 됨
- 이 메뉴를 통한 캡처는 동영상 형태로 캡처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 캡처가 아님을 유념
- 녹화 버튼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뜨게 됨(‘화면 녹화 및 소리녹
음’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소리만 녹음’에 체크를 하면 소리만 녹음됨. 소리파일은 기본적
으로 MP3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며 코덱 메뉴에서 다른 코덱으로 확장자를 바꿀 수도 있음)

나) 열기 메뉴(★캡처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 열기 메뉴는 캡처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바로 열 수 있는 메뉴
- 이 메뉴를 통해 폴더를 열면 이미지 캡처한 부분은 사진파일로, 영상 캡처한 부분은 영상파일로 폴더
안에 위치하게 됨

다) 소리 메뉴
- 소리 메뉴는 캡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메뉴 중 하나로 소리 메뉴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보조메뉴에
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소리 녹음’ 글자 앞에 체크가 되어 있음.
- ‘시스템 소리 녹음’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체크가 해제됨. 만약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리가 영상 캡처시 함께 녹음됨
- 헤드셋이나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할 경우, 소리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보조메뉴에는 ‘마이
크’라는 글자가 생기게 됨. 이 때 마이크를 클릭하여 마이크 글자 앞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마이크를
통해 음성 녹음이 가능함
-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한 음성을 녹음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게 됨. 만약 마이
크를 통한 음성만 녹음을 하고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녹음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소리
녹음’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마이크’ 부분에만 체크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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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구 - 옵션 메뉴창
- 녹화 메뉴 위에는 ‘도구’, ‘도움말’, ‘등록’의 메뉴가 있음. 여기에서 ‘도구’ 메뉴를 클릭하면 옵션 메뉴가
나타나는데 오캠과 관련해서 세부 메뉴를 설정할 수 있음

※ 단축키 메뉴
-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F1∼F11까지 그리고 Ctrl 또는 Shift 키를 조합하여 설정할 수 있음. 기본적
으로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는 다음과 같다.
◎ 녹화 - F2/ 일시중지 - Shift+F2/ 캡처 - F3/ 대상찾기 - F4
※ 참고로 ‘대상 찾기’는 오캠의 메인창에서 크기 조절 버튼을 클릭하면 ‘녹화 대상 윈도우 찾기’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능에 대한 단축키를 의미한다.
★★★크롬 브라우저를 자주 사용할 경우★★★
-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Nimbus Screenshot을 사용하여 동영상
캡처로 사전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음

나. 필기 프로그램 ‘줌잇(ZOOMIT)’
1) 줌잇 프로그램이란?
- 줌잇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면서 수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발표도구
- 줌잇 프로그램은 별도의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프로그램
- 줌잇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무료프로그램
- 검색창에 ZOMMIT을 클릭하면 손쉽게 다운받아서 컴퓨터에서 실행시킬 수 있음

2) 줌잇 사용법
- 줌잇 파일을 다운받고 왼쪽 그림과 같이 Zoomit 실행파일을 더블클릭해서 프
로그램을 실행
- 실행과 취소 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행’ 버튼을 클릭하고 Agree
버튼을 누르면 다음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남
- 창 오른쪽 하단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줌잇 프로그램이 실행됨
- 줌잇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컴퓨터 화면 하단 오른쪽에 작업표시창에 줌잇
아이콘이 보임

◎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를 기준으로 줌잇의 기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화면 확대모드(단축키: Ctr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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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잇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Ctrl+1를 누르면 화면이 확대됨
- 화면이 확대된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돌리면 화면이 추가로 ‘확대’되고 아래쪽으로 돌리면
확대되었던 화면이 ‘축소’됨
- ESC키를 누르면 화면이 원상태로 돌아옴
- Ctrl+1를 눌러서 화면이 확대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는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하던 화면이 고정됨. 고정된 상태에서는 필기가 가능함.
- 화면이 고정되어 필기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키며 선을 그으며 필기할 수 있음
- 필기를 하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이동할 수 있게 됨. 마찬가지로 이동 후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화면이 고정되고 필기를 할 수 있게 되고 ESC키를 누르면 화면이 원상태로 돌아옴

나) 필기모드(단축키: Ctrl+2)
- Ctrl+2를 누르면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됨없이 바로 선을 그어 필기할 수 있는 모드가 됨
-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형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필기모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ESC키를 누르
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됨. 필기모드에서 선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다.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필기모
드에서 다음의 문자를 입력하면 됨
R빨간색/ Y노란색/ B파란색/ P분홍색/ O오렌지색/ G초록색/ P보라색
※ 필기모드에서 추가기능
★ 필기모드 + E
→ 필기모드에서 영문자 E를 누르면 필기내용이 삭제됨.
★ 필기모드 + W(K)
→ 배경화면색을 흰색(검정색)으로 바꾼 상태에서 필기를 하기 위해 사용됨
→ 필기모드 상태에서 영문자 K를 누르면 화면이 검정색 배경화면이 되는데, 수업에서 화면 암전효과
(TV모니터 전원을 끄지 않더라도)를 줄 수 있음
★ 필기모드 + T
→ 필기모드에서 알파벳 T를 클릭하면 화면에 글자창이 생기게 되는데 영문을 입력할 수 있음(한글 지
원이 되지 않음)
★ 필기모드에서 실행취소 하는 법
→ 필기모드에서 실행취소를 할 때에는 단축키 Ctrl+z를 누르면 순차적으로 실행취소가 됨
★ 필기모드 + Ctrl + 마우스 드래그
→ 필기모드에서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음.
★ 필기모드 + Shift + 마우스 드래그
→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직선을 그릴 수 있음
※ Ctrl키와 Shift키 둘 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화살표를 그릴 수 있음
★ 필기모드 + Tab + 마우스 드래그
→ 필기모드에서 Tab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 클릭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타원을 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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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모드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법
→ 필기모드에서 단축키 Ctrl+C를 누르면 현재 마우스가 위치한 화면을 복사할 수 있음
→ 복사된 부분은 Ctrl+v를 눌러 붙여넣기 가능함
★ 필기모드 + 스페이스 바
→ 필기모드에서 스페이스 바 키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화면 중간에 위치하게 됨
※ 필기모드에서 왼쪽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또는 키보드 위,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입력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음

다) 타이머모드(단축키: Ctrl+3)
- Ctrl+3를 누르면 화면에 시간이 표시됨
- 시간은 줌잇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더블클릭했을 때 나오게 되
는 왼쪽 그림과 같은 창에서 break 메뉴에 설정된 시간이 기
본 시간으로 화면에 제시됨
- 만약 자신이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하기를 원하면 줌잇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나오는 창에서 break 메뉴를 클릭해서 시간
(Timer)을 설정하면 됨
- 타이머모드가 실행된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면 타이
머 시간을 변경시킬 수 있음(방향키 위, 아래는 분 단위를 변
경시킬 때 사용되고, 방향키 왼쪽, 오른쪽은 초 단위를 변경시
킬 때 사용됨)
- ESC키를 누르면 타이머 모드는 해제되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
옴
※ 타이머모드에서의 숫자 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필기모
드에서 숫자 색을 변경할 때와 똑같이 알파벳을 입력하면 함. T를 입력하게 되면 숫자의 크기가 줄어
들게 됨.

라) 라이브 확대모드(단축키: Ctrl+4)
- Ctrl+4를 누르면 라이브 확대모드가 실행됨
- 라이브 확대모드에서는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 위,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확대, 축소
를 조절할 수 있음
- 라이브 확대모드에서 Ctrl+2를 누르면 필기모드가 됨
- 라이브 확대모드에서 ESC키를 누르면 화면이 원래대로 복귀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복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음. 이런 경우에는 Ctrl+4를 다시 누르면 화면이 원래대로 돌아옴
※ 라이브 확대모드와 화면 확대모드의 차이
동영상 파일이 실행되고 있을 때 화면 확대모드를 동영상을 확대하면 동영상 파일은 실행되고 있지만
정지된 이미지 형태로 화면이 확대됨. 하지만 라이브 확대모드로 확대를 할 경우, 동영상이 실행되는
상태로 화면이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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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튜브(Youtube)
1) 유튜브(Youtube)란?
- 유튜브 사이트는 자유롭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업로드한 영상들을 자유롭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영상 저장소 사이트
- 유튜브는 구글에 인수되어 현재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임
- 유튜브 서비스에 접근하여 영상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으로 유튜브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유튜브 사이트를 사용해야 함
- 참고로 유튜브 사이트는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제가한 크롬 브라우저에
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 브라우저
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

2) 유튜브(Youtube) 사이트 회원가입하기
- 유튜브 사이트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우선 만들어야 함
- 구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주소창에 ‘http://www.google.com’를 입력해서 구글 사이트에
접속해야 함
-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 상단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름
-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입력창이 나오는데 입력창 아래 있는 ‘계정 만들기’를 클릭
- 구글 계정을 만들 창으로 이동하면 해당 가입정보 입력란에 내용을 입력하여 구글 계정을 만듦

3) 유튜브(Youtube) 사이트에 영상 업로드하기

-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해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 구글 계정으로 접속함
- 로그인 버튼 왼쪽에 위쪽을 향하는 화살표 메뉴(업로드 아이콘)를 눌러 자신이 만든 영상 파일을 유튜
브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음
- 왼쪽 사진과 같이 업로드 페이지가 나타나면 자신이 업로
드하기를 원하는 동영상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오거나 직
접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여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파
일을 선택함
※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시 주의할 점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할 때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유넙해야 한다. 플립러닝 사전영상을 제작하면서
기존 영상을 활용하여 학습자료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개로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
하면 나중에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미등록의 형태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해
야 한다. 다음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개인정보 보호‘ 항목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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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개
-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할 때 공개설정이 ‘공개’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
- 공개로 설정하여 동영상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신이 업로드한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됨
- 동영상이 유튜브 사이트에서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음(완전히 자신이 창작한 영상물을 ‘공개’로 업로드한 경우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음)

나) 미등록
- 플립러닝 사전영상을 업로드할 때에는 ‘‘미등록’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
- 미등록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동영상의 링크 주소를 알고 있으면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다른 사이트로 퍼갈 수 있도록 하는 설정임
- 유튜브 사이트 내에서는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색은 되음
- 미등록으로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주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링크주소를
복사하여 나중에 영상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에 링크주소를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여 동영상을 연
계시키면 됨

다) 비공개
-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할 때 비공개 설정으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경우에는 파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으며, 로그인했을 때 오직 자신에게만 보이게 됨
- 비공개는 철저히 자신만 영상을 보기 위한 설정이므로 플립러닝 사전영상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비
공개로 영상을 업로드할 필요는 없음
- 물론 비공개로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에도 구글 사이트와 연계된 구글 플러스 사이트 서클 기능을
활용하여 영상을 공유 지정할 수 있음(하지만 미등록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손쉽게 사전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법임)
※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공개설정을 변경하려면?
만약 미등록이 아닌 다른 정보 설정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더라고 언제든지 공개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유튜브 사이트에 로그인했을 때 화면 상단 오른쪽에 보이는 자신의 계정 이름을 클릭한 후 ‘크리
에이터 스튜디오’를 클릭한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창에서 해당 영상아래 보이는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언제든지 정보 설정을 미등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영상을 참고로 10분 정도의 영상을 유튜브
에 업로드할 경우, 10분∼1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업로드 시간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사전영상
탑재시간을 안내해야 한다.

3. 플립러닝 사전영상 관리도구
가. Blendspace by tes 사이트 이해하기
- Blendspace by tes 사이트는 교사가 제작한 사전영상을 업로드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
-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영상 관리 도구 사이트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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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의 링크주소를 가져와서
Blendspace by tes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음
※ 이하 내용에서는 Blendspace by tes 사이트를
BT 사이트라고 명명하겠다.

나. Blendspace by tes 사이트 교사 계정 가입
- BT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주소창에 ‘http://blendspace.com’을 입력해서 접속하면 됨
- 접속하면 접속 주소가 https://www.tes.com/lessons?redirect-bs=1으로 접속이 된다. 같은 사이트인
데 최근에 사이트명이 변경되었음
- 사이트에 접속하면 교사가 먼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Lesson 방을 개설하고 여기에 영상을 업로드
해야 함
- 다음 사진과 같이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을 보면 회원가입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임
- 먼저 ‘Sign up‘ 메뉴를 클릭하여 회원을
가입해야함
- ‘Sign up‘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 사진과
가입자를 선택하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teacher(교사)’를 선택함
- 회원가입과 관련해서 이메일(아이디로 사용가능), 사용자 이름(아
이디로 사용가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남
-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구글 계정이 있다면
구글 계정과 연계해서 회원가입을 해도 됨
- 구글 계정 연계로 회원가입을 할 경우,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다면 TES에서 연계를 요청하는 창이 나타나고 ’허용‘을 클릭하
면 회원가입이 완료됨(회원가입이 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됨)

다. Blendspace by tes 사이트 교사 Lesson 방 개설 및 공유 설정
-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로그인이 되면 화면 상단 왼편에 다음 사진과 같은 메뉴가 보이게 됨

- ‘New Lesson’을 클릭하여 Lesson 방을 만듦. 그러면 기본적으로 BT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담긴
동영상이 보이게 되는데 무시하고 ‘Continue’를 누름. 그러면 Lesson 방의 이름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게 됨. 이 부분은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로 Lesson 방 이름을 입력해 두었다가 나
중에 수정해도 됨. Lesson 방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됨.
- 메인화면에서는 방금 개설한 Lesson 방이 다음 사진과 같이 보이게 됨. Lesson 방 오른편에 있는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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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함(이 메뉴는 공유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임. 크게 3가지 공유 설정을 할 수 있음. 각각의 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Shsre 메뉴
- 이 메뉴에서는 개설한 Lesson 방을 접속할 수 있는 링크주소가 제시되어있음
- 또한 Embed 코드가 있어서 이 코드를 블로그나 사이트에 삽입하여 Lesson 방을 연
결할 수도 있음

2) Privacy 메뉴
- 이 메뉴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공유메뉴임
- 이 메뉴에서 두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음. 첫 번째 설정은 개설한 Lesoon 방을 누구에
게 공개 허용을 할지 설정하는 물음이 나옴. 세 번째 답변
링크를 준 사람들 또는 자신의 학생들에게만 Lesson 방

인 자신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설정을 선택함
두 번째 설정은 개설된 Lesson 방에 업로드된 자료들 중 어떤 자료들을 복사허용을
할지 설정하는 물음이 나옴. 저작권 관련해서 비공개 Lesson 방이기 때문에 자료의
복사 허용을 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답변 중에서 None을 클릭하여 설정을 선택함.

3) Collaborate 메뉴
- 이 메뉴는 Lesson 방을 함께 편집할 동료를 추가하거나(이메일이나 사용자 이름을 add
하여 추가할 수 있음) Lesson 방을 수정할 수 있는 링크주소가 제시되어 있음. 만약 동
료교사와 공동으로 Lesson 방을 관리할 경우 링크주소를 공유하거나 동료를 Lesson 방
에 추가할 수 있음

라. Blendspace by tes 사이트 Lesson 방 연결링크 만들기
- 메인 사이트에서 상단에는 다음 사진과 같이 메뉴들이 있음.
- 메인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Dashboard’ 메뉴와
Lesson 방들을 살펴볼 수 있는 ‘Lesson’ 메뉴(메인화면으
로 이동했을 때와 동일한 화면구성임), Lesson 방 연결링
크를 할 수 있는 ‘Classes’ 메뉴, 기존에 업로드된 Lesson
방을 검색할 수 있는 ‘Lesson Library’ 메뉴가 있음
- 교사가 만든 Lesson 방들을 학생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Class를 개설해서 Class에 Lesson 방
을 연결해야 함
- 이 과정을 Lesson 방 연결링크라고 하면 앞서 설명한 메인화면 상단의 네 가지 메뉴중에서 ‘Casses
메뉴’를 클릭함(메인화면에서 화면 오른쪽에 ‘Create Class’ 메뉴를 클릭해도 됨
- 왼쪽 사진과 같이 Class를 개설할 수 있는 창이 화면 오른편에 보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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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이름을 입력함. 가령, 자신의 학년과 반을 입력하면 됨. Class
이름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해도 됨
- 그리고 학년 수준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자신이 맡고 있는 학년을
선택하면 됨
- 끝으로 Create Class를 누르면 Class 개설이 완료됨
- Class가 개설이 되면 Class code라고 해서 학급 코드가 제시되는
데 이것을 잘 메모해 두었다가 학생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 학급 코드를 입력하여 교사가 개설한 Class에
접근하여 Lesson 방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함(물론 학급 코드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교사계정으로 로그
인이 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으니, 메모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학급 코드를 확인할 수도 있음)
- 메인화면에서 Lesson 방 뒤에 공유

메뉴를 클릭한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Class 이름이 보일

것임
- Class 이름을 클릭하여 활성화 시킴(활성화시킨다는 의미는 Class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글자가
초록색 상자안에 놓여 체크표시가 되는 것을 의미함)
※ 학생들을 교사가 만든 Lesson 방에 연결하기
학생들은 ‘Sign up’을 눌러 회원가입을 학생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메인 화면에 있는 ‘Join
Class’ 메뉴를 클릭하여 교사가 알려준 학급 코드를 입력하면 교사가 만든 Lesson 방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계정을 교사가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는 불편함이 있다. 편의상 교사가 반 학생들
의 계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생들이 충분히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컴퓨터실에서 한꺼번에 학생계정을 개설하고 학급 코드를 제시하여 Class에 가입
하도록 한다.
※ 학급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개설한 Class code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인 화면에서 화면 오른쪽 편에 있는 Class 이름 뒤에
학급 코드(Class code)를 확인할 수 있다.

마. Blendspace by tes 사이트 Lesson 방 메뉴 살펴보기
- 메인화면에서 교사가 개설한 Lesson 방중에서 사전영상이나 자료를 업로드하기를 원하는 Lesson 방
의 제목을 클릭함.
- Lesson 방 업로드 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Lesson 방 업로드 창 상단에 있는 메뉴는 다음 사진과 같
다. 각각의 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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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ndards 메뉴
- 이 메뉴는 쉽게 설명하면 Tag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임
- 일반적으로 영상을 검색할 때 좀 더 영상을 쉽게 찾기 위해서 Tag 설정을 하는 것임
-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Lesson 방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Tag 설정을 할 필요는 없음

2) Subject 메뉴
- 이 메뉴는 Standards 메뉴와 비슷한 성격으로 과학과 학년 수준을 설정할 수 있음
- 교사가 업로드한 영상은 학급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Subject 설정을 할 필요는 없음

3) Play 메뉴
- 이 메뉴는 Lesson 창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재생해 볼 수 있는 메뉴
- 여러 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된 경우에는 동영상 좌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다음 동영상 또는
이전 동영상으로 이동하며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음
- Play 창 모드에서 나가려면 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x표시를 클릭하면 됨

4) Print 메뉴
- 이 메뉴는 Lesson 창에 업로드한 자료들의 타이틀만 모아서 인쇄할 수 있는 메뉴
- 모든 자료들의 타이틀 부분을 인쇄할 수도 있고, 페이지를 설정하여 원하는 페이지 타이틀 부분만
인쇄할 수도 있음
※ Lesson 상단 오른쪽에 있는 Share 메뉴는 앞서 설명한 메인화면 Lesson 방 메뉴 오른쪽에 있는
메뉴와 동일한 메뉴이다.

바. Blendspace by tes 사이트 Lesson 방에 자료 업로드하기
- Lesson 방에 자료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메인화면에서 Lesson 방 이름을 클릭하여 해당 Lesson 방
에 접속함
- 왼쪽 사진과 같이 화면 오른쪽에는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보조메뉴들이 있
음
-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 주소 링크를 가져와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음
- 오른쪽 메뉴들 중에서 위에서 아래로 6번째에 위치한 클립(또는 사슬) 모양의
메뉴를 클릭함
- 윗 부분에 입력창이 생기는데 여기에 유튜브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돋보기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함
- 검색을 하면 바로 하단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미니 영상이 보이게 됨
-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화면 왼쪽의 Lesson 방에 배
치하면 됨(Lesson 방에서 위치를 바꾸려면 언제든지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이동시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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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Lesson 방에 업로드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영상 업로드된 사각형 위에 위치시키면 상단 오른쪽
에 업로드된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휴지통 메뉴가 보임
- 또한 연필모양을 클릭하여 제목 아래 부연설명을 입력할 수도 있음
- 업로드된 영상의 메인 제목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메인제목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음
- 업로드된 영상을 클릭하면 영상을 재생할 수 있음
- 영상재생 창에 가면 오른쪽에 댓글을 달 수 있는 문자메시지 모양의 아이콘이 있음(이 아이콘을 클릭하
면 영상 내용에 대한 댓글을 입력할 수 있음. 또한 ‘좋아요’를 체크할 수도 있음)

사. Blendspace by tes 사이트 Lesson 방에 안내 문구 입력하기
- 사전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사전영상을 언제까지 업로드할지 여부를 안내해야
함
- 갑작스런 사정으로 영상 업로드 시간이 지연되거나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아무
런 안내없이 영상을 업로드 하지 않을 경우,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가 깨지게 됨
- 영상을 업로드할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Add text’와 ‘Add Quiz’ 두 가지가 나타남
◎ ‘Add text’ 메뉴
- ‘Add text’를 클릭하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 글자 포인트를 가장 크게 설정(Size 72)하여 한글로 내용을 입력하면 됨(가령, ‘사전영상 업로드 시간
이 30분 지연됩니다. 죄송합니다.’와 같이 입력하면 됨)
◎ ‘Add Quiz’ 메뉴
- ‘Add Quiz’를 클릭하면 객관식 문항을 퀴즈로 제시할 수 있음.
- 사전영상을 학생들이 정확히 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식 퀴즈를 보조자료로 업로드하여 학생들
의 영상 참여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음
- 사이트 특성상 퀴즈는 객관식 퀴즈밖에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식 퀴즈나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퀴즈를 제작하면 됨(구
글 설문지를 하나의 퀴즈도구로 활용하여 퀴즈도구로 활용함)
-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 앞서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

을 클릭하여 링크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여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한 것처럼 입력 후 드래그
하면 됨(구글 설문지도 링크주소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링크주소처럼 링크주소를 가
져오면 됨)

아. Blendspace by tes 사이트 사용 Tip
- BT 사이트를 사용할 경우, 영상 제목은 유튜브 제목으로 기본설정되는데, 제목을 날짜와 과목명, 주제로
입력하여 학생들이 영상을 쉽게 찾도록 배치해야 함(가령, ‘20170606_사회_6.25전쟁’과 같이 배치함)
- 또한 다른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영상을 배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영상을 뒤로 배치하고
최신의 영상을 항상 맨 앞으로 배치하여 학생들이 접속했을 때, 맨 앞의 영상을 보도록 하면 학생들이
엉뚱한 영상을 보고 수업에 참여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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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화면에서 Lesson 방 뒤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Lesson 방을 삭제할 수도 있고

복제할 수도 있음(하지만 무엇보다 Track을 클릭하여 Class 방별로 한 눈에 댓글, 퀴즈와 관련된 응답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음)
- 학생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링크를 연결한 영상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튜브 설정으로 영상을 보게 됨(이 때에는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여 좀 더 빠른 속도로 영상
을 시청할 수도 있음)
-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폐쇄적인 사이트나 공간에서 교육용으로 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교육하는 경우, 법적으로 크게 규제를 받지 않게 됨(따라서 학생들에게 사전영상을
복습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업로드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교육을 해야함)
- 또한 영상 자료가 아닌 PPT, PDF, WORD, 이미지 파일을 학습자료로 업로드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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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만족도 조사 설문지(학생용)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설문지(학생용)
우리학교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활동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
니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인재교육(STEAM)이란?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예술
(Arts)·수학(Mathematics)의 영문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과학기술 지식과 예술적 창의
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장
1.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은 이해가 잘 되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이 학습면(학업성취도, 이해도)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이 정서적인 면(자신감, 학습동기 등)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이 다른 교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
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앞으로도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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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만족도 조사 설문지(학부모용)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설문지(학부모용)
우리학교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 활동
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활동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인재교육(STEAM)이란?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예술
(Arts)·수학(Mathematics)의 영문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과학기술 지식과 예술적 창의
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장
1.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이 자녀의 학습면(학업성취도, 이해도)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이 자녀의 정서적인 면(자신감, 학습동기 등)에서 도움이 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이 자녀가 다른 교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
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앞으로도 자녀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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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만족도 조사 설문지(교사용)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설문지(교사용)
우리학교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 활동
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활동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인재교육(STEAM)이란?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예술
(Arts)·수학(Mathematics)의 영문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과학기술 지식과 예술적 창의
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장
1. STEAM 지도요소를 추출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적용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학생의 학
습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교사대상 연수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의 전
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이 학습면(학업성취도, 이해도)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이 정서적인 면(자신감, 학습동기 등)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이 다른 교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
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앞으로도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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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업지도안

1. 프로그램 개요
주제

최고의 동물원을 만들자!

관련교과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국어, 미술, 수학

Ÿ (교육과정 성취기준)
[4과03-01]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4과03-01]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관찰하고 생김새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4과03-0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2수05-02] 분류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고, 표로 나타내면 편리한 점을 말할 수 있다.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내용
목표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4미02-05] 조형 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
하게 적용할 수 있다.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학습
목표

•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관찰하고 생김새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조사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살기에 적합한 동물
을 선정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동물원을 조사하여 동물원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인력을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자신의 지역에 동물원이 생겼을 때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 동물원 모형을 제작하고 제작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

STEAM
요소

S

주변의 동물 관찰하기,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의 특징 등

T

동물원의 전시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찾기, 동물이 살기 좋은 시설 개발 등

E

A
M
개발 의도

동물원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인력 조사하기,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동물원 설
계 등
몸으로 동물 표현하기,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동물원 모형 제작, 이야기를 메모하
며 듣고 적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쓰기 등
동물을 관찰하고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기
학생들이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탐구하며 동물원 모형
을 제작하는 과정을 융합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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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동물원은 지역적,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그 숫자가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일부 동물원
은 허술한 동물원법과 시행령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열악한 시설 아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즐거움만을 위한 동물전시로 인해 동물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동물의 특징과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과
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의 지역에 동물원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동물
이 지역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동물원 모형을 제작한다. 또한 다른 반 학생들을 초청하여 동물
원 모형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STEAM
준거
창의
적
설계

• 우리 지역에 동물원이 생겼을 때의 장단점은 각
각 무엇일까요?
• 만약에 우리 지역에 동물원 건축을 내가 맡게 된
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려
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할까요?
•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
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
• 동물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인력 조사하기
•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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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 몸으로 동물 표현하
기
• 자신이 제작한 동
물원 모형을 동물
의 특징, 생김새,
생활방식과 관련지
어 설명하기
• 인간과 동물이 공
존할 수 있는 동물
원에 대해 토의하
기

2. 교육과정
차시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2015 개정 [4과03-02]

1~2

과학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
음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관찰하고 생김새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4

2015 개정 [2수05-02]

수학

분류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고, 표로 나타내면 편리
한 점을 말할 수 있다.
2015 개정 [4과03-02]

5

과학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
음을 설명할 수 있다.
2015 개정 [4과03-02]

과학

동물원의 모습 제시하기
 동물원의 전시동물을 보호

동물 찾아 관찰하기
 몸으로 동물 표현하기

2015 개정 [4과03-01]

과학

목표/요소
 나라별 환경에 따른 다양한

할 수 있는 방법 찾기
 자신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2015 개정 [4과03-01]

3

STEAM 프로그램 성취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
음을 설명할 수 있다.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조
사하기
 조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
기

 환경이 동물의 생김새와 생
활방식에 미치는 영향 찾기

 동물원에 필요한 다양한 시
설과 인력 조사하기

2015 개정 [4미02-04]

6~7
미술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2015 4미02-03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동물
원 설계하기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2015 개정 [4과03-02]

과학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
음을 설명할 수 있다.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
와 생활방식 알아보기

2015 개정 [4미02-05]

8~9
미술

조형 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

 우리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동물원 모형 제작하기

용할 수 있다.

 동물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2015 개정 [4과03-02]

과학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
음을 설명할 수 있다.

10~1
1
국어

고려하여 동물원 모형을 소
개하기
 이야기를 메모하며 듣고 적

2015 개정 [4국01-05]

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이나 느낌을 글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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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소주제

학습 내용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하기

1~2

CD

차시

CD

나라별로 동물원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동물원 건축을 내가 맡게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동물원의 전시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별로 토의한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 모형 제작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Tip!

본 수업 전에 플립러닝 사전영상 학습내용 제시

Co
Co

→ 나라별 환경에 따른 다양한 동물원의 모습, 동물원의 전시동물 관련 신문기사
소주제
자신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찾아 관찰하기

ET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
몸으로 동물 표현하기 게임을 한다.

Tip!

본 수업 전에 플립러닝 사전영상 학습내용 제시

Co
Co

3차시

CD

→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 조사하는 방법
소주제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동물 분류하기

ET

동물원에는 동물들을 한 곳에서 사육하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동물들을 배치하나요?
동물원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하여 표로 정리한다.
분류한 동물을 임시로 동물원에 배치하고 동물원 역할극을 해 본다.

Tip!

본 수업 전에 플립러닝 사전영상 학습내용 제시

Co
Co

4차시

CD

→ 동물원의 구조, 조사한 내용 표로 정리하는 방법
소주제
환경이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에 미치는 영향 찾기
환경에 따라서 동물의 생김새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Co 환경에 따라서 동물의 생활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CD 조별로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을 정리하고 둘 남고 둘 가기 활동으로
5차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한다.
Co

Tip!

본 수업 전에 플립러닝 사전영상 학습내용 제시

→ 땅, 물, 하늘에서의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
소주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동물원 설계하기

동물원에는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까요?
동물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요?
6~7
Co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할까요?
차시
ET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에 대해 토의한다.
CD
동물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인력에 대한 조사내용을 공유하며 동물원을
설계한다.
Co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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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본 수업 전에 플립러닝 사전영상 학습내용 제시

→ 동물원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소주제

동물원 모형 제작하기

8~9

Co

차시

CD

우리 지역에 동물원이 생겼을 때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일까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드려면 무엇을 고려해야할까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 모형을 제작한다.

Tip!

본 수업 전에 플립러닝 사전영상 학습내용 제시

Co

→ 동물원이 생겼을 때의 장점과 단점
소주제

동물원 모형 발표회

10~11

Co

차시

ET

동물원 모형을 설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할까요?
동물원 모형 설명을 들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할까요?
자신이 제작한 동물원 모형을 동물의 특징, 생김새, 생활방식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Tip!

본 수업 전에 플립러닝 사전영상 학습내용 제시

Co

→ 동물원 모형 설명할 때 주의할 점,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적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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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평가계획
구분

번호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1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는가?

관찰 평가

프로젝트 계획서

2
3
형성
평가

4
5
6
7

조사한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마인
드 맵으로 정리하는가?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는가?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
식의 차이점을 정리하는가?
동물원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을 고
려하여 동물원을 설계할 수 있는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
원 모형을 제작하고 설명하는가?
프로젝트 활동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가?

관찰 평가

고무자석 칠판에 정리한 내용

관찰 평가

개별 노트

수행 평가

수행평가지

관찰 평가

화이트보드 모둠 칠판에 정리한
내용

산출물 평가

동물원 모형

자기평가,
모둠내 평가

프로젝트 평가지

1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 평가

지필 평가지

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 평가

지필 평가지

총괄
평가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형성
평가

총괄
평가

번호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1

프로젝트 계획서

모둠별 협업 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행동발달특성에
반영할 내용을 기록한다.

2

고무자석 칠판에
정리한 내용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행동발달특성에
반영할 내용을 기록한다.

3

개별 노트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행동발달특성에
반영할 내용을 기록한다.

4

수행평가지

수행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과학교과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다.

5

화이트보드 모둠
칠판에 정리한 내용

6

동물원 모형

7

프로젝트 평가지

1

지필 평가지

성취기준에 준해서 과학교과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다.

2

지필 평가지

성취기준에 준해서 과학교과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다.

자료를 조사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행동발달특성에 반영할 내용을 기록한다.
성취기준에 준해서 과학교과와 미술교과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다.
자기평가와 상호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활동을 진행하고
진보정도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행동발달특성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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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소주제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하기
과목
3학년 과학(1. 동물의 생활)
(단원)
교육
과정

차시

1-2/10차시

2015 4과-03-02

학습 •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나라별로 다양한 동물원의 모습
플립 - 나라별 동물원의 모습
러닝 - 기후에 따른 동물원의 모습
사전  동물원의 전시동물 관련 사회문제
영상 - 인간 중심의 동물 전시 문제
- 동물원 동물 학대 사례
 나라별로 동물원의 모습이 다양한 이유 알아보기

준비물
플립러닝
영상자료,
녹음용
마이크

∙나라별로 다른 동물원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호주에는 코알라, 캥거루와 같은 동물들이 있는 동물원이 많고 중국에는 판다곰이
있는 동물원이 많았습니다.
- 추운 지방에 있는 동물원과 따뜻한 지방에 있는 동물원의 동물이 달랐습니다.

도입
(10분)

Co

나라별로 동물원의 모습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기후, 토양, 등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나라별로 사는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진자료

∙학습문제 제시하기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해 보자.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
 우리 지역 동물원 건축을 맡게 된다면 준비해야할 점 알아보기
∙우리 지역 동물원에 전시할 동물들을 생각하여 봅시다.
- (우리 지역 동물원에 들여올 동물들을 계획한다.)
∙동물원 건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들을 모둠별로 구상하여 봅시다.
- (동물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 동물원의 관람로, 등을 구상한다.)
동물원 건축을 설계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와 환경을 고려하여 보금자리를 구상합니다.
- 관람자들이 동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합니다.

CD

학습
활동
(60분)

 동물원의 전시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토의하기
동물원의 전시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동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 습성과 식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관람하는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동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 동물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야생에서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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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고무자석
칠판,
보드마커

주어야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 모형 제작을 위한 계획서 작성하기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 모형 제작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 (동물의 특성에 알맞은 환경을 갖춘 동물원을 설계해보기)
- (야생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로가 동물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보기)
∙구상한 동물원 모형 계획서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봅시다.
- (구상한 동물원 모형 계획서를 친구들에게 설명해보기)
CD

구상한 계획서 수정하여 완성하기
- 친구들과의 질문과 의논의 과정을 거쳐 계획서 수정하기

ET

 구상한 동물원 모형 계획서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점들 공유하기

마무리
∙동물원 모형 계획서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0분)
- 동물의 생존환경과 습성을 고려한 공간입니다.

Tip!

지도상
유의점

1. 교사는 STEAM 프로그램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제상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운
영해야한다.
2. 교사는 먼저 전체적인 프로젝트 차시별 계획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프로젝트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할 과업
과 별도로 모둠끼리 해야할 일을 구분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획서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
4. 학생활동지는 학생들의 수준, 학급상황, 교사의 의도 등을 고려해서 자
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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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화이트보드,
이젤

소주제 자신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찾아 관찰하기
과목
3학년 과학(1. 동물의 생활)
(단원)

차시

교육
과정

2015 4과-03-01

학습
목표

-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관찰하고 생김새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과정
플립
러닝
사전
영상

교수학습 활동

Co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관찰하는 방법 알아보기
- 동물을 관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
- 우리 주변에서 동물이 살고 있는 장소


Co

도입
(5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종류와 특징 확인하기
- 동물을 관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 확인하기
- 우리 지역에서 특히 자주 볼 수 있는 동물 알아보기

Tip!

제주에서 쉽게 발견되는 직박구리, 까마귀, 까치, 노루 등에 대해 소개한다.

3/10차시

준비물
플립러닝
영상자료,
녹음용
마이크
학교
주변에서
찍은
동물
사진자료


CD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동물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기
- 살고 있는 장소, 생김새와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기

학습
활동

(30분)
ET

- 정리한 마인드맵을 모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기

 몸으로 동물 표현하기 게임하기
- 제시된 사진을 보고 적절한 동물 모습을 흉내 내기

Tip!

마무리
(5분)

ET

활동지
(마인드맵)

사진자료
동물이 움직이거나 먹이를 먹는 모습, 잠을 자는 모습, 울음소리 등을 (동물 사진)
생각하며 움직임을 표현하도록 안내한다.
 모둠별로 활동한 내용 정리하기
 다음 차시 예고: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동물 분류하기

- 주변의 동물을 관찰할 때 생김새, 색깔, 크기, 다리의 개수, 날개의 유무, 움직
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직접 관찰뿐만 아니라 동물도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관찰한 동물의 생
지도상
김새와 특징을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한다.
유의점
- 동물을 관찰할 때에는 함부로 잡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지도한다.
-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나 경제동물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에 포함시
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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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과목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학습
과정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동물 분류하기

차시

3학년 과학(1. 동물의 생활) / 3학년 수학(6. 자료의 정리)
2015 4과-03-01
2015 2수 05-02

-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 기준을 정하여 분류한 동물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플립
러닝
사전
영상

4/10차시

Co

 ‘사육사의 하루’를 보며 동물원 시설과 구조 들여다보기
- 동물원의 기본적인 시설과 구조
- 생물 다양성 보존에 앞장서는 동물원의 다양한 역할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기
- 조사한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기

준비물
플립러닝
영상자료,
녹음용
마이크


도입
(5분)

Co

 서울동물원 지도 살펴보기

- 동물원의 구조를 살펴보며 동물들을 한 곳에서만 사육하는지
확인해보기

사진자료

- 서울동물원에서는 어떻게 동물들을 배치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

CD

 <우리 마을 우리 동물원> 만들기 - ①
- 우리가 만들고 싶은 동물원에 대하여 의논하기
- 동물원에 어떤 동물들이 살게 될지 정하기
 <우리 마을 우리 동물원> 만들기 - ②
- 우리 주변에서 관찰한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떠올려보기

학습
활동
(30분)

- 동물의 생김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보기
-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고 표로 정리하기
Tip!

모둠별로 다양한 기준을 세워 동물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T

 <우리 마을 우리 동물원> 지도 완성하기
- 모둠원들과 함께 의논하며 분류한 동물을 동물원에 배치하기

동물을 분류한 기준이 잘 드러나도록 동물원 지도를 완성하고
화이트보드위에 붙이고 이젤 위에 올려놓는다. 모둠별로 작성한 지도를
공유한다.
Tip!

마무리
(5분)

ET

 모둠별로 활동한 내용 정리하기

 다음 차시 예고: 환경이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 찾기
지도상 -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시킨다.
- 잎의 뒷면이나 돌 밑, 땅속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동물은 동
유의점
물원에 어떻게 살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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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동물도감,
스마트패드,
활동지
(동물원지도)
,
화이트보드,
이젤

소주제 환경이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에 미치는 영향 찾기
과목
3학년 과학(1. 동물의 생활)
(단원)
교육
과정

차시

2015 4과-03-02

학습 •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 땅, 물, 하늘에서의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플립
러닝
사전
영상

5/10차시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
- 땅에 사는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
- 물에 사는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
- 하늘을 나는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

준비물
플립러닝
영상자료,
녹음용
마이크

 땅, 물 바다의 환경

도입
(5분)

∙땅,
Co

물 바다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땅에 는 흙, 풀, 나무가 있습니다.
땅은 식물 등의 먹이, 집을 지을 장소와 재료,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물속에서는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물속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땅, 물, 하늘의 환경에 따라 동물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진자료

- 땅, 물, 하늘의 환경에 맞게 적응하여 살아야 합니다.
∙학습문제 제시하기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해 보자.
땅, 물, 하늘에서의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설명하여 보자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땅에 사는 동물 중 고라니와 너구리는 땅위에 살며 다리가 있습니다. 뱀은 땅위와 땅속에
사는데 다리가 앖습니다.
- 물에 사는 동물 중 물고기는 물속에 살며 아가미, 지느러미가 있고 몸은 유선형이
며 비늘로 옆여 있습니다.
- 새나 곤충처럼 하늘을 나는 동물은 날개, 부리가 있으며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Co 땅, 물, 하늘에 따라 동물의 생김새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땅, 물, 하늘의 환경에 맞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습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활방식 알아보기
활동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활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30분)

- 땅에 사는 동물은 다리로 걷거나 뛰어서 이동하거나 배를 땅에 대고 기어서 이동합니다.
- 물에 사는 동물은 지느러미나 지느러미처럼 생긴 다리로 헤엄치고 전복이나 다슬기
는 몸을 바닥에 붙이고 기어서 이동합니다.
- 새나 곤충처럼 하늘을 나는 동물은 날개가 있으며 몸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Co 땅, 물, 하늘에 따라 동물의 생김새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기후, 토양, 등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별로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을 정리하고 둘 남고 둘 가기 활동
으로 정리한 내용을 이야기 하여 봅시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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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 공유하기

마무리
∙ 왜가리나 수달, 도요새 등이 물가를 찾는 까닭은 무엇일가요?
(5분)
- 원하는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p!

지도상
유의점

1.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물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주
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물을 소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
2. 땅속에 사는 동물도 땅에 사는 동물에 포함하여 지도한다.
3. 바닷물과 민물의 환경과 그곳에 사는 동물의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 위
주로 다룬다.
4. 하늘을 나는 동물의 차이점을 해부학적 수준으로 다루지 않는다.
5. 둘 남고 둘 가기는 학생들의 수준, 학급상황, 교사의 의도 등을 고려해
서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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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소주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동물원 설계하기
과목
3학년 과학(1. 동물의 생활)
(단원)
교육
과정

차시

2015 4과-03-02

학습 •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동물원을 설계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플립
러닝
사전
영상

6-7/10차시

 동물원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알아보기
- 동물원에 필요한 시설
- 동물원에 필요한 인력

준비물
플립러닝
영상자료,
녹음용
마이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사라져서 없어진 동물입니다.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입니다.
Co

도입
(10분)

멸종 위기에 처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구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진자료

∙학습문제 제시하기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해 보자.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동물원 설계하여 보자
 동물원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알아보기
동물원에는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까요?
- 동물들이 뛰어다닐 곳, 먹을 곳, 물 마실 곳, 볼 일 볼 곳 이 필요합니다.
- 사람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합니다.

Co

동물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요?
- 동물원 사육사, 조련사가 있습니다.
- 동물원의 먹이를 위하여 조리사, 청소를 위하여 청소하시는 분, 시설을 위하여 시
설관리 하는 사람도 일하고 있습니다.

Co

학습
활동
(60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동물들도 작은 우리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사람들도 동물을 자극하거나 먹이를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Co

 동물원의 전시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토의하기
ET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 동물학 연구와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돈 벌기 위해서 동물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 동물들이 더욱 넓은 자연,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물원으로 변화해
야 합니다.
- 동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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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 습성과 식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관람하는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동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 동물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야생에서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위한 설계하기
동물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인력에 대한 조사내용을 공유하며 동물원을 설
계하여 봅시다.
- 동물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 동물원의 관람로 등을 구상한다.
-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와 환경을 고려하여 보금자리를 구상합니다.
- 관람자들이 동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합니다.
- 동물들이 더욱 넓은 자연,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물원으로 설계합
니다.
- 동물의 특성에 알맞은 환경을 갖춘 동물원을 설계해보기)
- 야생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로가 동물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보기)
CD

∙구상한 동물원 설계도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봅시다.
- (구상한 동물원 설계도를 친구들에게 설명해보기)
∙구상한 설계도 수정하여 완성하기
- 친구들과의 질문과 의논의 과정을 거쳐 설계도 수정하기
 구상한 동물원 모형 설계도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점들 공유하기

마무리
∙동물원 설계도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0분)
- 동물의 생존환경에 습성을 고려한 공간입니다.

Tip!

지도상
유의점

1. 사전에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할지 과제로 제시한다.
2. 관련 자료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교사가 미리 자료를 출력해 놓거나
자료에 맞는 것을 직접 출력해서 주도록 한다.
3. 동물의 환경과 생활모습을 고려하여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4. 학생활동지는 학생들의 수준, 학급상황, 교사의 의도 등을 고려해서 자
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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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소주제 동물원 모형 제작하기
차시 8-9/11차시
과목
3학년 과학(1. 동물의 생활), 3학년 미술(13. 아름다운 우리 마을 만들기)
(단원)
2015 4과-03-0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
교육 다.
과정 2015 4국-02-05 조형 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학습 • 동물원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 동물원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동물원이 생겼을 때의 장단점
- 장점;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플립
멸종위기의 동물을 구할 수 있다.
러닝
동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전
- 단점: 동물들이 좁은 공간 또는 철장에 가둬서 자유를 잃는다.
영상
동물을 훈련시키면서 학대한다.
야생의 본성을 잃는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알아보기
- 동물의 특성에 알맞은 환경을 갖춘 동물원을 만든다.
- 야생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로가 동물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
- 좁은 우리와 콘크리트 건물에 동물을 가둬 놓았던 관람 문화에서 사람과 동물
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동물원을 만든다.
도입
식물원과 합해 여러 동물들이 생태적 환경에 맞춰 살도록 공간을 꾸민다.
(5분)
- 동물에게는 생태와 복지를, 관람객에게는 편안함과 힐링을 줄 수 있는 동물원
을 만든다.

∙학습문제 제시하기
동물물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보자.
동물원 모형을 제작해 보자.
 동물원이 생겼을 때 장단점 생각하기
∙동물원이 생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
니다.
-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멸종 위
기의 동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동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
- 동물의 생태에 대한 살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동물원이 생겼을 때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일까요?
(70분)
- 동물을 상품으로 생각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 돌고래나 원숭이를 무대에 세우기 위해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동물을
학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동물들이 좁은 공간 또는 철장에 가둬서 야생의 본성을 잃고 자연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잃고 살아갑니다.

 동물원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주의할 점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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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플립러닝
영상자료,
녹음용
마이크

PPT

∙동물원 모형을 제작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 동물들의 특성과 생활 방식을 잘 알고 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주어야 합니다.
- 추운 나라에 사는 북극곰과 같은 경우에는 물과 함께 추운 환경을 만들어 주
어야 합니다.
- 더운 지방에 사는 사자와 같은 경우에는 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
과 나무와 풀들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동물들의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는 동물원 모형을 제작해야 합니다.
- 동물원 모형에서 동물들의 특성과 기후,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합니다.
 동물원 모형 제작 방법 익히기
∙동물원 모형 제작 순서를 알아봅시다.
- 동물원 모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한다.
- 동물원 건축 설계를 보면서 순서를 정한다.
-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모둠원들이 각자 역할을 정하여 만든다.
- 만들어진 모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수정한다.
- 제작된 동물원 모형을 전시하고 설명서를 만든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 동물의 특성에 알맞은 환경을 갖춘 동물원 모형 만듭니다.
- 야생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로가 동물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와 환경을 고려하여 만듭니다.
- 관람자들이 동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합니다.
 모둠원들과 협동하여 동물원 모형 제작하기
모형
∙모둠원들과 어떻게 협동하여 동물원 모형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제작에
- 동물원에 동물들을 땅 위에 사는 동물, 물에 사는 동물, 하늘에 사는 동물로
필요한
분류하여 모둠원들이 설계도의 순서에 따라 역할을 정하여 만들면 잘 만들
준비물
수 있습니다.
- 모둠원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그림으로 나타내고 만들기를 잘하는 (우드락 외)
친구는 만들기를 하여 제작하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 동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야생에서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모둠원들과 의논된 것을 모형을 제작하는데 반영합니다.
CD

제작한 모형을 수정하여 완성하기
- 친구들과의 질문과 의논의 과정을 거쳐 모형 수정하여 완성하기
 동물원 모형 만들기에서 가장 고려한 점들 공유하기
마무리
∙동물원 모형에서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5분)
- 동물의 생존환경과 습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ET

Tip!

지도상
유의점

1. 동물원 모형을 제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한다. 완성하지
못한 모둠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설계도에 계획한
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동물원 모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집에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한
다.
3. 모든 모둠원들이 역할을 정하여 협동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하여 구
경만 하거나 가만히 있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 교사는 순회하며 도
와준다.
4. 지도 교사는 동물의 특성 및 생존 환경에 맞는 동물원 모형인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생각하며 만들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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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동물원 모형 발표회

차시

10-11/11차
시

과목
3학년 과학(1. 동물의 생활), 3학년 국어
(단원)
교육
과정

2015 4과-03-0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2015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 동물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동물원 모형을 소개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
• 동물원 모형 발표회 내용을 메모하며 듣고 적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목표
글로 쓸 수 있다.
학습
과정
플립
러닝
사전
영상

교수학습 활동
 동물원 모형을 설명할 때 주의할 점 알아보기
- 동물원의 특징, 동물들의 생활환경, 기후. 생활방식에 따른 동물원 모형을 설명하기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적는 방법
- 이야기를 듣고 핵심 단어나 핵심 내용을 메모하며 적기

준비물
플립러닝
영상자료,
녹음용
마이크

 동물원 모형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을 알아보기
∙동물원 모형을 만들 때 고려한 점을 이야기하기
- 땅위에서 사는 동물, 물에서 사는 동물, 날아다니는 동물, 땅 속에서 사는 동물 등
동물들을 분류하여 동물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 열대 지방에 사는 동물, 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 온대 지방에 사는 동물 등 기후에
따라 환경을 고려하여 동물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 환경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에 따른 동물원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 동물들이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고려하였
습니다.
- 철장 속에 갇혀 지내지 않도록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도입
- 식물원과 함께 친환경적인 동물원을 만들려고 고려하였습니다.
(10분) -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 관람하는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동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던 내용과 관련지어 발표한다.
- 동물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야생에서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PPT

∙학습문제 제시하기
• 동물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동물원 모형을 소개하여 설명해 보
자.
• 동물원 모형 발표회 내용을 메모하며 듣고 적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 수 있다.
 동물원 모형 설명하는 순서 알아보기
∙동물원 모형 설명하는 순서 안내하기
- 6모둠에서 만든 동물원 모형을 각 자 지신의 모둠에 전시한다.
학습
- 모둠에서 2명의 친구는 남아서 자신들이 만든 동물원 모형을 설명한다.
활동
- 모둠에서 2명은 다른 모둠에 가서 설명을 듣는다.
(60분)
(5개 모둠으로 순서대로 돌아다닌다.)
- 순서대로 설명을 다 들으면 역할을 바꾸어 설명을 들었던 모둠 2명 친구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2명 친구는 설명을 들으러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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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봉

- 설명을 하거나 설명을 들으러 다닐 때 친구들의 설명에 경청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과 학급 규칙을 잘 지킨다.
∙동물원 모형 설명하는 방법 알아보기
- 다른 모둠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목소리 크기로 설명한다.
- 작품에 손을 대어 작품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봉을 사용한다.
-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공책이나 종이에 적어서 보면서 설명해도 좋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외워서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한다.
- 정해진 시간(3분)동안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켜 설명한다.
- 설명을 하다 남는 시간에는 친구들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고 모르는 내용은 좀 더 자료를 찾거나 선생님께 문의하여
다음 시간에 답변해 준다.
동물원 모형 설명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 동물원 모형을 만들면서 모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을 설명한다.
- 우리 모둠에서 만든 동물원의 이름, 우리 모둠만의 특별한 동물원의 특징, 동물원을
만들면서 고려한 점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물원에 대한 설명도 한다.
 동물원 모형 설명을 들을 때 고려하여야 할 점 알아보기
∙동물원 모형 설명 듣는 방법 알아보기
-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설명을 듣는다.
- 중요 내용은 요약하여 적는다.
- 조용히 설명을 들으며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할 시간에 질문한다.
CD

동물원 모형 설명을 들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 조용히 설명을 들으며 설명 내용을 간단히 중요한 내용을 적는다.
- 우리 모둠에서 만든 동물원 모형과 비교하며 설명을 듣는다.
- 다른 모둠의 동물원 모형의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듣는다.
- 다른 모둠에서 만든 동물원 모형이 인간과 공간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 모형인지
생각하면서 설명을 듣는다.
 모둠별로 제작한 동물원 모형 발표하기
∙모둠별로 동물원 모형 설명하고 설명 듣기
- 설명하는 방법과 설명 듣는 방법을 지키며 모둠별로 돌아가며 발표한다.
- 질서를 지키며 시간을 지키고 발표회가 잘 진행되도록 안내한다.
- 동물원 모형이 발표회 동안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CD

자신이 제작한 동물원 모형을 동물의 특징, 생김새, 생활방식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 동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를 맞춘 동물원에 대해 발표한다.
- 습성과 식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환경에 대하여 발표한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 모형을 제작하고 설명하였는지 자신을 돌아
마무리
보고 잘한 친구 칭찬하기
학생활동지
(10분)
 동물원 발표회를 들으면서 동물원에 대한 생각이나 느낀점 발표하기
ET

Tip!

지도상
유의점

1. 교사는 설명하는 방법과 설명 듣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하고 동
물원 모형 발표회가 단순히 발표회로만 끝나지 않고 인간과 동물이 공
존할 수 있는 동물원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2. 다른 모둠이 만든 동물원 모형이 손상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학
생들이 동물원 모형을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시간에 맞춰 모둠 발표회를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한 모둠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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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1~2차시

학생활동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하기

<상황 제시>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지역적,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그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물원은 허술한 동물원법과 시행령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열악한 시설 아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즐거움만을 위한 동물전시로 인
해 동물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물의 특징과 생활방식을 이해
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 새롭게 동물원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동물원을 설계하
고 건축하는 책임자가 된다면 인간과 동물이 서로 행복한 동물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프로젝트 활동에서 최종적으로 동물원 모형을 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원 모형
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우선,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 동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 최고의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볼까요?

PBL 진행 다이어리
이름:

모둠이름:

이 름

공부할 주제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내가 해야 할일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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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차시

학생활동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하기

PBL 진행 다이어리
일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12

13

문제제시

15

확인

16

동물의
분류하기

확

인

인

23

18

19

중간 점검

확인

24

동물원
모형 제작

확

확

인

인

20
동물원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조사하기
동물원
설계하기
확

확인

25

확인

인

환경과
동물의
관계

확

22

확인

17

확

확인

21

확인

인

26

14

주변동물
조사하기

PBL

확인

토

27
동물원
발표회

확인

확인

※ 확인란에는 역할분담 부분에 대해 계획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잘 되고 있음-◎, 노력해야 겠음-△)
※ 중간점검일은 지금까지 조사하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선생님에게 모둠별로 설명해주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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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차시

학생활동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동물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기

✔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동물을 떠올려봅시다.
장소

동물

학교나
집 주변의 나무

까치
직박구리

✔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떠올리며 정리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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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차시

학생활동

<우리 마을 우리 동물원 지도> 완성하기

✔ 우리가 만들 동물원에서 살게 될 동물들을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고 표로 정리하여 봅시다.
구 분

(

) 관 (

) 관 (

) 관 (

살게 될
동물들

✔ 분류한 동물을 배치하여 동물원 지도를 완성하여 봅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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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

) 관

차시

5차시

오늘의
질문

사는 곳에 따라 동물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 생각해 보기
1.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생김새에 대해 정리하여 봅시다.
2.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생활방식을 써 봅시다.
구분

땅에 사는 동물

물에 사는 동물

❶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❷ 특징을 써 봅시다.

❸ 땅에 사는 동물의 이동방법을 써 봅시다.

❹ 왜가리나 수달, 도요새가 물가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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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동물

차시

6-7차시

오늘의
질문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동물원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 생각해 보기
1. 동물원에는 어떤 시설물이 필요할지 정리하여 봅시다.
2.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정리하여 봅시
다.
❶ 동물원에는 어떤 시설물이 필요할지 써 봅시다.

❷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정리하여 봅시다.

❸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을 설계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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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8-9차시

오늘의
질문

동물원의 장점과 단점은?
동물원 모형 제작 순서는?

※ 생각해 보기
1. 동물원이 생겼을 때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은?
2. 동물원 모형을 제작하는 순서는?
❶ 동물원이 생겼을 때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생각해보고 적어봅시다.
* 장점

* 단점

❷ 동물원 모형을 제작하는데 모둠원들과 협동하여 어떤 제작 순서로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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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11차시

오늘의
질문

동물원 모형 발표회에서 알게 된 점과 느낀점은?

※ 생각해 보기
1. 동물원 모형 발표회 설명하는 방법과 듣는 방법은?
2. 다른 모둠의 동물원 모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❶ 동물원 모형 발표회 설명하는 방법과 설명 듣는 방법을 생각하여 써 봅시다.

❷ 모둠에서 발표한 동물원 모형의 설명을 듣고 중심 내용을 간추려 써 봅시다.

❸ 동물원 모형 발표회에서 알게 된 점이나 느낀점을 적어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열심히 한
친구를 칭찬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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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자료
차시

3차시

1. 다양한 생물의 관찰방법
관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과 감각 기관의 한계를 확장하는 도구(현미경, 망원경,
청진기 등)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다양한 감각 기관과
도구를 사용하여 관찰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 오감을 사용한 관찰
오감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 수용기에 따라 감각을 분류

생물을 자세하게 조사하기

한 것으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의 다섯 가지가 있
으며, 이를 통하여 사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① 분류
② 보이는 정도와
시기

나. 도구를 사용한 관찰
사람에게 있는 감각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는 도구
를 사용하여 관찰하면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너무 작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돋보기와 현
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 멀리 있어 잘 보이지 않
는 것은 쌍안경과 망원경 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 밖에 청진기나 온도 측정기, 압력 감지기, 당도 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도 있다.

③ 사는 곳

④ 먹이

⑤ 특징

2. 제주의 육상동물
제주도의 동물상은 동물 지리적으로 구북구의 시베리아 아구와 만주 아구에 속하기 때문에 한
반도와 중국, 일본에 분포하는 종들과 공통적이지만, 제주도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구에 속하는 동물상도 나타난다. 또한 중심에 1,950m 의 한라산이 자리 잡고 있어
서 해안저지대에서 백록담에 이르기까지 온도 차이에 의한 동물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해안저지대나 상록 계곡림에서는 아열대성에 속하는 곤충류나 참개구리, 맹꽁이, 팔색조, 물꿩,
흰날개 해오라기와 같은 종들이 나타나며, 한라산 고지대에서는 산굴뚝나비, 가락지나비와 같은
곤충류가 서식한다. 그리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본토에는
분포하지 않는 특산종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주풍뎅이, 제주집게벌레, 탐라무늬먼지벌레, 한
라산밤바구미 같은 특산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동성이 약한 일부 양서류, 조류, 포유류의 경우
는 같은 종이라도 제주도롱뇽, 제주휘파람새,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제주족제비, 제주등줄쥐와 같
이 제주 고유의 종(種) 또는 아종(亞種)으로 진화된 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제주도가
동물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무당개구리, 맹꽁이, 줄장지뱀, 쇠살모사, 누룩뱀의 남방한계선이 되
고 있는가 하면, 비바리뱀의 북방 한계선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동철새들의 중간기착지, 번식
지, 월동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참고문헌>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편)(2008).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한국조류보호협회(2014). 제주의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서울: 한국조류보호협회.
- 이대형 외(2014). 과학 3-2 교사용 지도서. 서울: 비상교육.

- 62 -

차시

4차시

1.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한 동물원의 새로운 역할
▪ 생태연구
동물원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들을 사육
관리, 증식, 방사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야생서식지에서 멸종할 경우 이들 개체
를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삵, 수달, 저어새, 양비둘기, 남생
이, 금개구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종보전연구
동물원은 그 자체가 종보전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원 보존, 분변을 이용한 번
식호르몬, 전염병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야생동물의 유전자원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동물병원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진단,
치료, 안락사, 부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외에도 야생동물전문치료기관으로 외부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치료, 재활 후 방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국내동물원 최초로 동물에 대한 연구 및 실험시 동물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Seoul Zoo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를 통한 연구과제 승인과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연구역량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동물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출처: 서울대공원 서울동물원 (http://grandpark.seoul.go.kr/main/animalMain.do?headerId=41237)

2. 자료를 조직화하기
❚ 자료 수집
통계의 출발은 자료 수집이다. 자료는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가 있는데 직업, 회사 등과 같이
종별에 대한 통계자료를 질적 자료라 하고, 신장, 성적 등과 같이 통계 집단의 양적 구조를
나타내는 자료를 양적 자료라고 한다. 이와 같이 통계 자료를 수집할 때는 조사 목적이 있어
야 한다. 즉,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re), 어떤 방법으로(how) 등의
요소와 함께 그것을 왜(why) 조사하는지 밝혀야 한다. 조사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었을 때는
한눈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료 각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단
점도 있다.
<참고문헌>
- 강완 외(2014). 수학 3-2 교사용 지도서. 서울: 천재교육.
- 웬디클렘슨 • 데이비드 클렘슨. 원리가 보이는 수학 31: 동물원의 하루. 파주: 웅진씽크빅.
- 박재철(2006). 봄이의 동네 관찰 일기. 파주: 천둥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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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차시
1. 수달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족
제비과 동물이다. 수달의 몸은 수중 활동에
알맞게 적응되어 있다. 둥근 무리와 코가 있
으며 귀는 털 속에 묻혀 있다. 특히 헤엄 칠
수 있는 짧은 다리 네 개와 물갈퀴가 있다.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보금자리에 머물다가
위험할 때에는 잠수를 한다. 먹이는 주로 비
늘이 없거나 비늘이 적은 물고기인 메기나 가
물치 미꾸리 등을 선호하며 개구리나 게도 먹
는다. 수달은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동물로
수달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수달총회가 3년마다 개최되고 있
으며, 2007년 10월에는 화천에서 개최되었다.
2. 하늘다람쥐
숲 속에 살며 몸길이가 15cm~20cm이다 나무의 열매나 새싹, 나무껍질 등을 먹는다. 몸 옆구리
의 피부가 자라서 날개막이 되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몸을 날려 네 개의 다리를 펼치면 날개막
이 만들어져 10m 이상을 날 수 있다. 주로 밤에 활동하고 천연기념물 328호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3. 날지 못하는 새
모든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
적이 없는 곳에서 살거나
몸집이 크고 무거워 땅위
를 걷거나 달리는 것이
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새 중에는 나는 능력을
잃은 경우도 있다. 날지
못하는 새는 보통 날개
뼈가 작고 날개깃이 약한
대신에 다리가 길고 튼튼
하여 걷거나 달리기를 잘
한다. 이러한 새를 통틀어 ‘주금류’라고 한다. 주금류에는 타조, 화식조, 에뮤, 키위 등이 있
다.
4. 관련 사이트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www.nature.go.kr)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www.naas.go.kr/)
수산과학관(www.fs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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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6-7차시

1.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동식물 종을 말한다.
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1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채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서,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나.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
되거나 완화되지 못할 경우에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이다.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종 복원을 위한 노력
생물은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첨단 산업 중의 하나인 생물 산업(BT)의 원천 소재로 이러한
생물 자원으로 확보하려는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멸종 위기 종 복원 사업을 우리나
라 생물 종의 다양성을 늘리고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시켜 생물 자원으로 보다 풍부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동물에는 황새, 반달가슴곰, 늑대, 산양, 여우,
따오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성공적인 종 복원을 위해서는 자생력을 상실한 멸종 위기 종의 개채 수를 늘려야 하고 유전적
다양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이들이 살아갈 서식지를 보전하고 관리하여 복원된 동물
이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황새

▲따오기

3. 관련 사이트
서울대공원(grandpark.seoul.go.kr/)
1) 동물원 소개
2) 동물 이야기
3) 동물원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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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8-9차시

1. 광주 우치동물원, 인간과 동물 공존 자연친화적 동물원 재탄생
생태와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좁은 우리와 콘크리트 건물에 동물을
가둬 놓았던 폐쇄적 관람 문화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인 동물원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기존 식물원과 합해져 자연친화형
동물원으로 탈바꿈한다. 식물원에 심
어진 허브와 선인장 등 각종 난대성
식물과 악어, 뱀, 거북 등 파충류와
박쥐 등이 생태적 환경에 맞춰 함께
살도록 공간을 꾸민다. 기존 파충류관은 좁은 콘크리트 공간에 관람용 유리로 막혀 관람객 중심의
획일적 공간인 데다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물과 식물이 공존하는 이른
바 경관몰입형(자연서식지에 동물이 사는 느낌) 전시방법을 도입한 생태동물원으로 바뀔 것이다. 우
리에 잔디를 심고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방사장의 지붕을 없애고 기존보다 7배 넓은 면적을
확보했다.
<자료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4/0200000000AKR20170724134100054.HTML?input=1195
m
2.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혜로운 동물원 디자인이란 어떤 것일까?
인간과 동물의 유익한 공존을 위한 혁신적인 동물원이 덴
마크 기브스쿠드에 들어선다. 코펜하겐과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축가그룹 BIG가 기브스쿠드 동물원이 50주년
을 맞이해 제안한 디자인이다.
새로운 동물원의 개념은 철장 안에 가둬 두거나 차를 타고
동물의 생활 구역을 엿보는 사파리의 기존 방식을 넘어선
다. 주토피아(Zootopia)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보다 자유로
운 환경에서 방문자와 공존한다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시도
한다.
동물원의 탐험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의 3가지 경
로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과 동선의 출발점인 광
장을 중심으로 동물원은 각각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동물
들이 구분되어 배치된다. 관람객들은 4km에 달하는 구불구
불한 하이킹 트레일을 통해 동물들 사이를 탐험하듯 쉽게
둘러볼 수 있다. 미국을 넘어 아프리카로 자전거를 타거나
하이킹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아시아 전역을 항해하듯 하
이킹 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www.ytn.co.kr/_ln/0128_20170728075847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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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11차시

1. 동물원 모형 설명하는 순서
① 6모둠에서 만든 동물원 모형을 각 자 지신의 모둠에 전시한다.
② 모둠에서 2명의 친구는 남아서 자신들이 만든 동물원 모형을 설명한다.
③ 모둠에서 2명은 다른 모둠에 가서 설명을 듣는다. (남아 있는 5개 모둠으로 순서대로 돌아다닌다.)
④ 순서대로 설명을 다 들으면 역할을 바꾸어 설명을 들었던 모둠 2명 친구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2
명 친구는 설명을 들으러 다닌다.
⑤ 설명을 하거나 설명을 들으러 다닐 때 친구들의 설명에 경청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과 학급
규칙을 잘 지킨다.

2. 동물원 모형 설명하는 방법
① 다른 모둠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목소리 크기로 설명한다.
②

작품에 손을 대어 작품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봉을 사용한다.

③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공책이나 종이에 적어서 보면서 설명해도 좋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을 외워서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한다.
④ 정해진 시간(3분)동안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켜 설명한다.
⑤ 설명을 하다 남는 시간에는 친구들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고 모르는 내용은 좀 더 자료를 찾거나 선생님께 문의하여 다음 시간에
답변해 준다.

3. 동물원 모형 설명 듣는 방법
①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설명을 듣는다.
② 중요 내용은 요약하여 적는다.
③ 조용히 설명을 들으며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할 시간에 질문한다.

4. 동물원 모형 설명을 들을 때 고려할 점
① 조용히 설명을 들으며 설명 내용을 간단히 중요한 내용을 적는다.
② 우리 모둠에서 만든 동물원 모형과 비교하며 설명을 듣는다.
③ 다른 모둠의 동물원 모형의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듣는다.
④ 다른 모둠에서 만든 동물원 모형이 인간과 공간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 모형인지 생각하면서
설명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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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존 STEAM 프로그램 개선안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과목
단원

과학, 실과

수업차시

1/5

￭ 물체의 빠르기, 물체의 무게
￭ 기술과 발명의 기초, 창의적인 제품 만들기
❚ 과학과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과07-01]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여 속력을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교육과정

❚ 실과과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학습목표

￭ 물체의 빠르기를 통한 양력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 시소의 원리를 이용해 무게 중심의 이동을 이해한다.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상황제시
임진왜란 때 정평구란 사람이 비차를 만들어 왜군에 포위되어 진주성에 갇힌 사람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비차는 30리를 날았다. ‘비차’란 ‘나는 수레’로 사람이 타고 하늘
을 나는 비행기를 말한다. 비차는 비행기와 같이 스스로 추진력을 가지고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받아 날아오르는 연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정평구가 되어
동력 없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글라이더를 만들 수 있을까?

●● 동력이 없는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글라이더의 비행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상황제시
(5분)

Co 세계
▢

* 영상자료: <Otto
Lilienthal's

First

Film>(https://www.

최초로 무동력 항공기인 ‘글라이더(Glider)’를 만든 독일의

youtube.com/watc
h?v=qLuIiwmu3OE)

‘오토 릴리엔탈(Otto Lilienthal)’에 대한 영상을 보고, 비행기가
어떤 원

리로 날아가는지 생각해본다.

Tip! 영상 자료를 통해, 글라이더에 대하여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도
한다.

●● 양력의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Co
▢
창의적 설계
(30분)

학습활동 1
- 양력 체험 키트(베르누이 양력으로 가는 배)를 구동해보고, 양력에 대해
이해한다.
- 연을 45도 각도로 날릴 때 가장 잘 날아오르는 이유를 양력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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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양력체험키트

Tip!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바람을 발생시켜 돛에 가까이 대면 배가
움직
이게 되는데, 이 때 바람의 방향과 돛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양력이 발생함을 이해한다.
●● 비행기에 작용하는 안정성에 대해 이해한다.
Co
▢

학습활동 2
- 균형이 맞지 않는 시소가 평형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시소 시험
장치를 직접 작동해보며 체험을 통해 무게 중심을 이해한다.
- 물체를 돌릴 때 그 물체가 돌게 되는 중심이 바로 ‘무게중심(Center of

창의적 설계
(30분)

Gravity)’인데, 비행기의 무게 중심이 날개 부근이어야 하는 까닭을 추론해

시소 시험 장치

보도록 한다.

Tip!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지 학생들 스
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비행기를 멀리 날리기 위해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설명한다.
감성적 체험
(5분)

Co
▢

학습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발표한다.

PPT

Tip!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2차시에 어떠한 비행기를 만들 것인지 이야기
를
나눈다.

지도 시 유의사항

￭ 익숙하지 않은 과학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교구를 적극 활용한다.
￭ 양력, 무게중심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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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과학, 실과, 미술

수업차시

2/5

￭ 물체의 빠르기, 물체의 무게
단원

￭ 기술과 발명의 기초, 창의적인 제품 만들기
￭ 주제 표현, 표현방법
❚ 과학과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과07-01]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여 속력을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 실과과 2015 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 미술과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미02-05]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습목표

￭ 나만의 글라이더를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 비행기 날개의 크기와 형상에 대해 이해한다.
Co
▢

다양한 날개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날개 모양은 위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직사각형 날개는
공기 역학적인 구조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지만 제작이 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
에 오늘날에도 초경량 비행기나 저속 항공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비행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차 타원형 날개, 긴 사다리꼴 모양의 테이퍼 날개, 삼각 날개(Delta Wing) 등
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음속을 돌파하기 적합한 형태인 뒤로 젖힌 날개 ‘후퇴익’과 앞으로
젖힌 날개 ‘전직익’이 탄생하는 등 다양한 날개로 발전되었습니다.

상황제시

PPT

(5분)

* 출처: <<KISTI의 과학향기> 제986호: “FUSION 날고 싶다면 날개를 꺾어라!”

Tip! 다양한 비행기 날개 형상을 보여주고, 미션 수행을 위해 글라이
더를

제작함에 있어 기본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나만의 글라이더를 창의적으로 제작한다.
창의적 설계
(25분)

CD ▢
ET
▢

PPT, 태블릿 PC,
다양한 글라이더

학습활동 1

만들기 키트,

- 글라이더 제작용 교보재 및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글라이더 키트를
직접 관찰하고 조립해보며 다양한 형태의 날개를 구상하고 설계도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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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이더 제작용
교보재

Tip! 완제품 글라이더 키트를 참고하며 내가 제작하고 싶은 날개의
모양

을 자유롭게 탐색해볼 수 있도록 한다.

●●●● 제작할 글라이더를 소개한다.
CD ▢
ET
▢

학습활동 1
- 각자 생각한 글라이더 설계도를 공유하고, 모둠별로 의견을 나누어
자율적으로 2개의 모델을 선정한다.

감성적 체험

- 각자가 생각하는 날개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의견

(10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패드
발표용 부착용
자료

- 모둠별로 선정된 글라이더의 제작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Tip! 원하는 형상의 날개를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주어진 재료를 이
용해
도움이 될

예상되는 형상을 만든 후 사진을 찍어 비교해 보는 것도
것이다.
￭ 글라이더 제작용 교보재를 이용하여 글라이더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기존

지도 시 유의사항

에 나와 있는 완제품 글라이더 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자신만의 창의적인
글라이더 모형을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탐색하게 한다.
￭ 양력, 무게중심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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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단원

과학, 실과, 미술

수업차시

3/5

￭ 물체의 빠르기, 물체의 무게

￭ 기술과 발명의 기초, 창의적인 제품 만들기

￭ 주제 표현, 표현방법

￭ 다양한 목적의 듣기, 말하기

❚ 과학과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과07-01]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여 속력을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 실과과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

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교육과정

❚ 미술과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미02-05]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국어과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국01-01]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국01-04]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6국03-03]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학습목표

￭ 가장 멀리 날릴 수 있는 글라이더를 제작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 비행기를 멀리 날리기 위한 방법을 이해한다.
Co
▢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제시

PPT

(5분)
지브리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의 한 장면입니다. 비행기 설계사의 꿈을 키우는 주인공인
‘지로’는 우연히 생선의 가시를 보다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좋은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글라이더
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 봅시다.

Tip!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유선형인 것처럼, 비행기 역시 앞부
분을

곡선으로 만들고 뒤로 갈수록 뾰족한 형태인 유선형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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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하게

한다.

●●●● 글라이더를 제작한다.
CD ▢
ET
▢

학습활동 1
- 모둠별로 결정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글라이더를 제작한다.
- 다양한 글라이더 만들기 키트를 활용하면서, 더 추가하고 싶은 부품은
글라이더 제작용 교보재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 서로 다른 2~3개의 글라이더를 제작하여 본다.

창의적 설계

Tip! 지난 시간에 미리 계획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작한다.

PPT, 태블릿 PC,
다양한 글라이더
만들기 키트,

(20분)

●●●●● 글라이더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CD ▢
ET
▢

글라이더 제작용
교보재

학습활동 2
- 제작된 글라이더의 무게 중심을 확인한다.
- 무게 중심이 맞지 않을 경우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수정, 보완한다.

Tip!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 제작한 글라이더를 날려본다.
ET
▢

학습활동 1
- 제작한 글라이더를 직접 날려보고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보완한다.

감성적 체험
(15분)

-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글라이더의 비행 거리 및 고도를 측정해본다.

ET
▢

스마트패드

학습활동 2

- 모둠별 성공 및 실패요인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발표해보도록 한다.
- 모둠별로 제작한 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을 계측하여 비행 대결을 해본다.

Tip! 성공요인 뿐만 아니라 실패 요인도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작한 글라이더를 여러 번 날려보고 친구들과 협의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 찾고

지도 시 유의사항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양력, 무게중심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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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단원

실과, 국어

수업차시

4~5/5

￭ 나의 진로
￭ 다양한 목적의 듣기, 말하기
❚ 실과과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실05-01]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2]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

교육과정
❚ 국어과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6국01-01]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학습목표
학습과정

￭ 항공 관련 직업의 종류를 이해하고, 항공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교수·학습 활동
●●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신 직업 중 하나인 항공관련 직업에 대
하여

상황제시
(20분)

Co
▢

탐색하여 본다.

학습지

‘항공운항학과’ 동영상을 시청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학습지

에

준비물

정리하여 본다.

Tip! 항공운항학과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항공 관련 직업들을 소개한
다.

* 영상자료: <진로탐
사대 드림 주니어
‘항공운항학과’ 편>
(https://www.youtu
be.com/watch?v=8
g08LDEWoSI)

●●●● 항공인에 대하여 조사하기
CD ▢
ET
▢

학습활동 1
- 항공과 관련된 직업 조사하기

창의적 설계

- 조사한 직업 중 자신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 한 가지를 정하여

(50분)

학습지,
태블릿 PC

자세하게 조사하기

Tip!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항공 관련 직업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

●●● 내가 되고 싶은 항공인의 모습을 표현하기
ET
▢
감성적 체험
(10분)

학습지,

학습활동 1

태블릿 PC,

- 미래에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 표현하기
- 내가 이 직업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앞으로 키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발표용 포인터,
고무자석 화이트
보드,

- 체험을 통해 경험한 항공 관련 직업 중 무엇이 나에게 맞고, 왜 그렇게

보드마커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기

지도 시 유의사항

￭ 항공 관련 직업에 대해 조사하며, 진학해야 할 학과/ 항공 관련 직업이 하는 일/ 요구되는
성품이나 능력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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