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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STEAM 교사연구회는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TEAM 교육 패러다임의 인식확산과 저변의 확대
및 융합인재 교육을 통한 학교수준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융합인재 양성 교육
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교사의 역량을 신장 시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STEAM에
대한 사고(mind)와 인식(consciousness)를 확립하는데 부수적인 목적을 둔다.

STEAM의 융합 마인드(Multiple & Convergent Mind) 배양
융합인재 양성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인식과 학생들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교육 패러다임의 내부에서 미래 사회의 발전을 주도해 나아갈 학생들의 인식 전환뿐만
아니라, STEAM 융합 마인드 보유가 절실히 요구된다.

STEAM 융합형 마인드는 기존의 과학 지식에서 벗어나 공학과 기술적 지식 뿐만 아니라 예술적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원인 융합지식을 발견하는 사고능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STEAM
의 융합형 사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과학교육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저변의 확대와 인식의 전환
이 요구되므로, 학생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강의식 학습에서 탈피하여 체험하는 과학 활동을 통한 인식
의 전환 기회를 마련한다. 교사 연구회는 융합인재 양성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연계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인식의 틀인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STEAM 교육의 가능성
을 탐색하도록 노력한다.

STEAM의 융합 마인드 배양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 증진 연구 활동
미래사회의 선도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
으며, 이는 국가의 잠재능력 혹은 경쟁력과 동일 시 될 수도 있다. 세계 각국은 현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인 STEAM 교육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공학적 지식과 예술적인 측면을 융·복합하여
실현 가능한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국가 성장의 원동력화 하고 있다.

STEAM 융합 교육을 받게 될 학생들은 과학적 기초지식, 기술적 응용지식, 공학적 설계지식을 예술지식
과 융합하여 겸비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교사
연구회의 프로젝트 활동 중 연구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STEAM 융합적 사고력 외에 창의적 사고력과 연

구 수행능력의 신장을 최종목표로 설정하였다.

생체모방 기술을 통한 STEAM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S. Calder)의 노란원반(yellow disc)이나, 테오얀센의 움직이는 해변의 동물 등
은 움직이는 조형물로 공기의 유동이나 기계로 움직이도록 설치된 생체모방기술 활용 키네틱 아트의 대표
적 작품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변의 생물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통해 창의적인 작품을 창조하고 하
고 있지만, 순수한 예술적 작품이라기 보다는 무게 중심점이라는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창의적
산물이다.

과학과 예술은 창조로 표현되는 주관적 측면과 발견으로 표현되는 객관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Calder나 테오얀센의 생체모방 작품
뿐만 아니라, Da Vinci의 과학적 ․ 예술적 산물들과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 모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체모방 기술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을 통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에 적절한 분야이
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본 교사 연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STEAM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생체모방 기술을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셋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여 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으로써의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현장의 과학교육은 다양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에도 불구하고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
해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과학적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실제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과학과 공학 및 예술이 융합된 사고를 학생들
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STEAM 융합 교육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는 강의식 수업을 탈피한
지식의 생성 능력 뿐만 아니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교육이 함께 요구된다.

STEAM 인재 양성을 위한 교사 연구회 활동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체험형 융합 과
학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자적 사고와 수행능력을 제공하므로써 현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과학탐구 방법을 통해 과학적 지식만을 획득할 수 있
는 기회에서 더 나아가 과학적 지식을 다른 학문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는 초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교육의 방법을 STEAM에 맞는 융합형 교육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는 시도로써 교사 연구회 활동 내용이 단위학교에서 수행 가능한 실질적 연구활동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STEAM 관련 활동 중 일반고교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두 가지 영역에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기반 연구활동 로드맵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문제해결 기반 연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학습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개발 및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체모방(Biomimicry)
과학자는 그들이 밝히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학자는 창작이나 개선과 같이 그들
이 풀어야만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Sargent,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한 융합의 대상이 되는
과학과 공학은 그 목적과 결과가 서로 다른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과학탐구 활동은 과학자들
의 과학적 문제해결과정을 학습의 측면에서 모델링하여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NRC, 2000). 즉, 과학적
탐구 활동은 과학적 문제해결과정에 해당하므로, 융합학습에서 제시하는 공학적 문제해결과정에 직접 적용
하기는 어렵다. 반면, 융합학습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는 설계 기반 공학적 활동은 기존의 과학적 지식을 활
용하여 제품 또는 시스템 설계와 같은 주어진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영역은 서
로 다른 목적과 결과를 산출해내지만, 과학적 탐구 활동과 설계 기반 공학 활동은 과학자 또는 공학자가 직
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과학학습을 위한 융합수업은 단순한 내용의 통합보다는, 생물지식을 출발점으로 하는 내용들이 선별되고
제시될 때 가능할 것이다. 융합교육의 목적이 창의적 사고 과정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생물지식은 생물
창의성 발현의 기초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해결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생물 창의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조혜원과 김영수, 2012). 따라서 과학학습을 위한 융합수업의 내용은 과학
적 지식을 중심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명확한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생성한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융합적 지식이 생성될 수 있
는 소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생체모방(Biomimicry)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이 지닌 해결책을 사용하는
사고의 방법에 해당한다(Benyus, 1997). 생체모방의 적용 범위는 생물체에서 영감을 받은 옷, 페인트, 교통
수단, 로봇 등 다양하고 넓은 영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Lee, 2011). 특히,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해
결책을 공학자가 차용하여, 그들이 직면한 공학적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방법
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감을 받은 설계(Biologically inspired design)가 가능하다. 따라서 생체모방은 설계

기반 공학적 문제해결에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에 해당한다(Benyus, 1997;
Bar-Cohen, 2006). 즉, 생물에 대한 탐구기반 과학적 활동과 설계 기반 공학적 활동과 창의적인 산출물
제작이 가능하므로, 융합수업의 콘텐츠로써 생체모방이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문제해결과정(Problem solving process)
문제해결과정(Problem Solving Process)은 두뇌의 지적 기능 중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적 과정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문제해결과정은 주어진 사실(the givens), 목표(the goals), 조작활동(the operations)의 3
가지 기본 요소로 포함한다(Ormrod, 1999; Polya, 1954). 문제해결과정에서 주어진 사실은 문제의 일부분으
로써 주어진 정보, 목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바람직한 종료상태, 조작활동은 해결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활동들을 의미한
다(Wang & Chiew, 2010). 그러므로 문제해결과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들로부터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작과정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인지적 과정은 문제해결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문
제해결과정의 출발점은 주어진 문제가 지니고 있는 목표와 정보를 정의하고 확인하는 문제 탐색 단계라는
데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사고하기, 해결책 지니기, 적절
한 행동 선택, 행동의 수행, 해결책의 탐색, 해결책의 생성 등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
동은 문제의 최종 목표인 해결책 도출에 필요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선택하며, 실행하는 해결책 생성 및 실
행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문제해결을 위해 생성하고 실행된 다양한 해결책들에 대해 목표와
의 일치여부에 따라 해결책을 확인, 평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적합한 해결책을 선정하는 해결책 평가 단계
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 제시된 과학적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도달목표 확인
￭ 과학적 해결방안을 각 단계별 관련된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방안 탐색
￭ 과학적 방법을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과학적 해결
방안을 Team별 선정기준에 따라 확정
￭ Team별 의사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의 적용 및 목표도달
정도 평가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대상
연구 대상 생체모방 기반 STEAM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
어 있는 학습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
한 STEAM 학습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STEAM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교육과정 내에서 실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회에서는 일
반계 고등학교에서 적용 할 수 있는 STEAM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하며, 교육과정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소재 S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A 과학동아리 20명은 창의적 체험활동
형 생체모방 STEAM 학습프로그램(프로젝트 활동 기반) 개발 및 적용에 참여하였다.
강원도 소재 S 고등학교 학생들 중 1학년 학생 100명이 교과형 생체모방 STEAM 학습프로그램(문제해결
활동 기반) 개발 및 적용에 참여하였다.

2. 연구회 운영 및 연구의 흐름

STEAM 융합인재 양성 프로젝트
STEAM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STEAM 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STEAM의 각 영역별 융합적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

STEAM 교육 능력 신장

요소 추출

집단 구성

STEAM 교육 전문 기관

STEAM의 융합적 요소 반영

사전 검사(과학지식 및

연계

컨텐츠 개발

융합능력)

STEAM 교육 적용 학생

STEAM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팀 구성

위한 전략 개발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건 조성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

사후 검사를 통한 효과 검증
및 전문 학술지 논문 개제

가. STEAM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영역
연구회 소속 교사
STEAM 교육 능력 신장

STEAM 교육 전문 기관 연계

STEAM 교육 적용 학생 팀 구성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여건 조성

- 각 영역별 전문가와 연계한 능력 신장
- 프로그램 개발 능력, 융합 교육 교수 능력 신장

- 국내 STEAM 교육 관련 연구 기관과 연계
- 한국교원대학교 학습뇌과학센터 연계

-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검증을 위한 학생 팀 구성

-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 및 적용 장소 및 시기 확보

나. STEAM 인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영역
STEAM의 각 영역별
융합적 요소 추출

STEAM의 융합적 요소 반영
컨텐츠 개발

-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각 영역의 융합 요소 추출
- 추출된 융합적 요소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각 영역의 융합 요소를 반영 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 개발
- 개발된 컨텐츠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STEAM 교육 프로그램

- 추출된 융합적 요소를 반영한 학습 전략 구성

구성을 위한 전략 개발

- STEAM 의 모든 요소 포함하는 전략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 STEAM 학습 전략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소 확인
-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 STEAM 인재 교육 프로그램 적용 영역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 집단 구성

사전 검사

- 교육 프로그램 적용 집단 구성 및 사전 교육
- 실헙집단 및 대조집단의 동질성 검사

- 집단 별 사전 검사
- 과학지식 및 융합능력 측정

-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투입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

- 실험반에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대조반은 일반 과학 학습
프로그램 적용

효과 검증 및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

-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집단 별 사후 검사
- 교육 프로그램 적용 결과 분석 및 효과 검증
- 효과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

3. 연구회 구성
연구책임자
변 정 호

․연구책임자

1 명

․공동연구원

5 명

․자문위원

1 명

(계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문

연

연

구

구

7 명)

STEAM 교육 프로그램 검증 부문

원 : 김미경

원 : 이일선

연

구

원 : 강경희

연

구

원 : 주재선

연

구

원 : 정수국

자문위원
권 용 주

Ⅳ. 연구 방법
1. STEAM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STEAM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학생들의 STEAM 융합 능력을 배
양 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
가. 교사 연구회의 STEAM 융합 교육 능력 신장 : STEAM 융합인재 양성 교육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교
사 연구회 소속 교사 및 연구원들의 STEAM 융합 교육 능력을 신장시킴.

<한국교원대학교 학습뇌과학센터>
국내 과학교육의 탐구활동, 학습과학, STEM, 뇌 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센터로서 EEG,
fMRI, MEG, Eye-tracker를 활용하여 학습자, 과학자, 공학자의 사고를 두뇌수준에서 분석하고 있
음. 연구센터 내에는 fMRI mok-up이 있어 가상 체험이 가능하며, 고려대학교 fMRI센터와 연계되
어 실제 체험도 가능.

나. STEAM 융합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학생 팀 구성 및 홍보 : 개발될 STEAM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의 효과 검증 및 실제 학생들의 STEAM 융합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팀 구성 및 STEAM 활동에 대한
홍보함.

2. STEAM 인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STEAM 인재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프로그램과 문제해결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함.
가. 생체모방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사전 조사 : 관련 선행 연구 분석 및

기 개발된 생체모방 기술 사례

분석
나. STEAM의 각 영역의 융합적 요소 추출 :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각 영역에서 융합적 요소 추출
연구 수행
다. STEAM 각 영역에서 생체모방 기술 적용 컨텐츠 개발 : STEAM 각 영역의 융합적 요소들이 반영 될
수 있는 생체모방 기술 탐색
라. 생체모방 기술 기반 STEAM 교육의 전략 개발 : 생체모방 기술을 컨텐츠로 하는 STEAM 교육 전략
개발
마.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개발된 STEAM 교육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STEAM 교육 프로그램
을 구성

3.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 집단은 융합적 사고 배양 교육을 받는 활동과 학생들 스스로 연구활동을 수
행하게 하는 과정으로 구성.
가.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 단위 활동 (Activity Unit Team) 구성 : 현재 연구책임자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단위 활동 팀(activity unit team) 편성
하였으며, 비동아리 학생 중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은 추가 선발하여 단위 활동 팀 편성 시 합류할
수 있음.
나. 과학적 사고력 배양(과학적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 및 활동) :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 과학자
의 활동을 대표하는 탐구과정에 대한 이해 활동을 수행함. 또한 과학적 탐구과정(관찰, 의문생성, 가설
생성, 실험설계, 실험수행, 가설평가) 체험을 바탕으로 연구 과정을 이해함. 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구
활동 전 사전테스트(과학적 탐구능력 측정도구 이용)를 통해 학생들의 현재 과학적 사고력 수준을 파
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활동으로 구성함.
다. 창의적 문제해결기반 STEAM 융합 능력 배양(과학적 지식이 공학, 수학, 기술, 예술과 융합된 응용 사
례 탐구 및 창의적 산출물 제작) : STEAM 융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이 공학적으로 활
용된 대표 사례에 대해 이해 활동 :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공학적 지식으로의 전환과정에 대해 이
해함. 또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주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소재들로부터 융합(STEAM) 사고가
가능하도록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함.

라.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 단위 연구 (Research Unit Team) 구성 : STEAM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을 경험한 후 학생 팀 스스로 STEAM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STEAM 융합 능력 신장을 효과를 높임. 또
한,

팀별 연구수행을 통해 과학적 기초지식을 활용하여 공학적 지식과의 연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며, 단위 연구 팀 구성을 통해 과학적 기초지식을 활용하여 STEAM 융합 능력 배양을 위한 연
구활동(Research Activity)을 수행함. 연구의 주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융합 결과물 산출을
위한 연구가 가능한 자유주제로 선정함.

Ⅴ. 연구 과제 수행 결과
1. STEAM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가. 교사 연구회의 STEAM 교육 능력 신장
- 학교현장의 과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을 유발하기 위해
생체모방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였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음.

▪ 교사연구회 정기 워크숍 진행 및 STEAM 교육관련 회의 참석
-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융합교육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STEAM 교육 능력 신장을 위한 교내 워크숍 및 관련 회의 참석>
▪ 융합인재양성(STEAM) 기본 연수 및 심화 연수 이수
-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융합교육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기본 연수 및 심화연수에 참여하였음
- 기본 연수(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이수(2명), 심화연수(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이수(1명)

<STEAM 교육 연수 이수>

나. STEAM 융합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학생 팀 구성 및 홍보
- 프로젝트 기반 STEAM 연구활동에 참여할 학생 팀을 구성하였으며, STEAM 학습활동에 대해 지속적으
로 홍보하였음

<STEAM 학습을 위한 학생 워크숍 및 학생 연구 팀 구성>

2. STEAM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협의와 연구를 통해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가. 프로젝트 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
- 개발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되며, 학생 연구 팀에 적용되었음.

< 프로젝트 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행>

나. 스마트 패드용 생체모방 기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문제해결 위주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개발한 생체모방 기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스
마트 패드용으로 제작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음.

<생체모방 활용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결과 : 스마트 패드용 사례>

3.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교외활동
가. 4월 가족 과학축제 STEAM 캠프 운영
- 기 개발된 생체모방 기반 STEAM 프로그램(창의적 문제해결기반 생체모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의재
단에서 주최한 4월 가족과학축제에 참여하여 STEAM 활동 부스를 운영하였음(도우미 학생 8명 참가).

<2013년 가족과학축제 STEAM 부스 운영>

나. 2013년 행복학교 박람회 STEAM 체험부스 운영
- 2013년 ‘행복학교 박람회’에 참가하여 STEAM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생체모방 프로그램을 전
국에서 모인 학생 및 학부모, 교원들에게 공개 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2013년 행복학교박람회 STEAM 체험부스 운영>

4.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교내활동
- 개발된 생체모방 STEAM 연구활동을 확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시간을 활용하
여 연구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함께 수행하였음.

가.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동아리 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융합인재(STEAM)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
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 연구 동아리활동을 수행하였음.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동아리 활동>

<STEAM 연구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수행>
나.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한 전문가 특강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융합교육 전문가(한국교원대학교, 권용주 교수님)를
초빙하여 융합적 연구방법 및 연구논문 작성법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실시하였음.

<STEAM 융합교육을 위한 전문가 특강 실시>

다. STEAM 연구 project 수행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수행된 융합연구 프로젝트로써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차용하여 차
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
-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측정 설문지를 작성 및 배부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 정성적 해석을 실시하였음.
-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교내 논문집을 제작하였음.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별 팀을 구성하여 생체모방 및 STEAM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교내 논문집을 구성하였으며 해당결과를 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학
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

팀별 주제탐색 및 설정

=

팀별 연구설계

=

팀별 연구수행

=

팀별 연구결과 정리

=

팀별 연구 보고서 작성

=

팀별활동 내역 발표

∙ 연구 팀별 주제를 스스로 탐색
∙ 교사연구회 교사의 조언과 안내를 통해 주제(가설) 설정

∙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설계과정, 토의를 통해 수행
∙ 지도교사는 지속적인 확인과 검토를 수행

∙ 연구계획에 따라 실제 실험 수행
∙ 지도교사는 주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연구진행과정 확인 및 지도

∙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초기에 설정된 주제의 타당성을 검증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 최종 연구결과 분석 및 data 보완
∙ 최종 연구 보고서 작성

= ∙ 작성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팀별 활동내역 발표

<STEAM 연구 프로젝트 수행 로드맵>

<프로젝트 기반 STEAM 연구활동 >

라. 학술대회 참가 및 STEAM project 활동 결과 발표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수행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를 연구 포스터 형태로 제작하여 한국교원
대학교에서 개최된 연구학술대회(뇌기반 교육학술대회)에 고등부팀으로 참가하였음.
- 연구학술대회에서 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STEAM project 연구결과를 발표하
였으며, 우수 연구포스터 상을 수상하였음.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의 학술대회 발표 >

마. 창의학술 동아리 논문 발표대회 참가
- 교사연구회에서 지도한 창의학술동아리의 연구결과를 창의학술동아리 논문 발표대회에서 발표하였으
며, 입상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음.

<창의학술동아리 논문발표 대회>

바. 생체모방 활용 교과 연계 수업활동 수행
- 새로운 과학 및 공학적 융합학문인 생체모방을 활용하여 수업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공계 진로 확정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였음.

<생체모방 활용 교과 연계 수업활동>

5. 융합인재교육(STEAM) 창의적 체험 캠프 개발 및 운영
가. STEAM 캠프 대상

￭삼척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 신청 학생 중 10명 선발
￭삼척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자연계열) : 신청 학생 중 10명 선발
나. STEAM 캠프 운영방법

￭ STEAM Camp 운영 기간 : 2013년 11월 25일 ~ 11월 29일
￭ STEAM Camp 운영 시간

2013년 11월 25~11월28일(19시 ~ 21시), 2013년 11월 29일(16시20분 ~ 18시10분)

￭ STEAM Camp 운영 방법

가. 선발된 학생들은 STEAM Camp에 개설되어 있는 연구 강좌를 선택하여 팀별 연구 사사활
동을 수행함
나. 학생들이 선택한 연구 강좌는 총 4개 강좌이며, 특정 강좌에 신청자가 편중될 경우 후순위
신청강좌로 배정됨

￭ STEAM Camp 강좌명 및 담당교사
강좌명

장소

활동주제

담당교사

인문학 + 과학

영어전용교실

NIMBY vs PIMPY

강경희

역법 해석

물리실

천체의 위치에 따른 때(시와 일)의 결정

정수국

시선추적의 뇌과학

화학실

주의 집중 분석을 통한 뇌과학

변정호

과학적 예술

미술실

시지각을 활용한 인상주의 작품 만들기

주재선, 김미경

전문가 특강

시청각실

융합연구의 동향과 연구방법

권용주 교수님

전문가 특강

시청각실

뇌과학의 현재와 미래

권석원 박사

다. STEAM 캠프 운영 계획

￭ 전체 운영 시간 계획
구분

시간 계획

11월 20일~11월 22일

STEAM Camp 신청자 모집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9:00~20:00

(STEAM Camp 운영 및 평가 방법 안내)

20:00~21:00

각 강좌별 오리엔테이션

19:00~20:00

강좌별 연구 주제 선정

20:00~21:00

강좌별 연구 활동 수행 1

19:00~20:00

강좌별 연구 활동 수행 2

20:00~21:00

강좌별 연구 활동 수행 2

19:00~20:00
20:00~21:00

11월 29일

강좌 선택 및 오리엔테이션

16:20~18:10
18:20~20:10

강좌별 연구 활동 수행 3
(결과 정리 및 포스터 발표 준비)
강좌별 연구 결과 발표(포스터 발표 및 평가)
한국교원대학교 권용주 교수님 특강
(융합연구의 동향과 연구방법)
권석원 박사 특강(뇌과학의 현재와 미래)

￭ STEAM Camp 운영 조직 체계
삼척고등학교 STEAM Camp

STEAM Camp를 위한 환경 조성

STEAM 연구회 소속 교사협의회
이관

STEAM Camp 실시 방안 모색

STEAM Camp
교육 프로그램 개발

STEAM의 각 영역별 융합적 요소 추출

STEAM의 융합적 요소 반영 컨텐츠
개발

STEAM Camp 실시

STEAM Camp 공고

STEAM Camp 학생선발

STEAM Camp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STEAM Camp

전략 개발

강좌별 연구활동 수행

STEAM Camp

STEAM Camp

강좌별 연구활동 발표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건 조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강

STEAM Camp 실시 계획 구성

라. STEAM 캠프 운영결과
1) 오리엔테이션

￭ 신청학생 : 23명(1학년 15명, 2학년 자연계열 8명)
￭ 강좌 배정 방식 : 1, 2지망 강좌를 제출, 무작위 선택 방식에 의해 강좌별 배정
강좌명
구분
1
2
3
4
5
강좌명
구분
1
2
3
4
5
6

인문학 + 과학(강경희선생님)
학번
1402
1429
2526
2604
2624

성명
강윤구
최창공
임현식
김정훈
정재우

시선추적의 뇌과학(변정호선생님)
학번
성명
1218
윤형우
1307
김진수
1327
최연규
1403
김남훈
1617
박재형
2411
김현진

강좌명
구분
1
2
3
4
5
6

역법해석(정수국선생님)
학번
성명
1328
최호현
1401
강동섬
2405
김성범
2614
손민혁
2625
조병욱
2631
홍성곤

강좌명
구분
1
2
3
4
5
6

과학적 예술(주재선선생님,김미경선생님)
학번
성명
1105
김정래
1329
홍명기
1411
김형철
1419
유현호
1423
이상준
1613
김형태

<캠프에 모인 학생들>

<신청자 출석점검>

<오리엔테이션 1>

<오리엔테이션 2>

<강좌 배정>

<오리엔테이션 종료>

나. 강좌 운영
1) NIMBY vs PIMPY
￭ 운영교사 : 강경희
￭ 운영내용 : 붙임 『수업지도안』 참조

<강좌 활동1>

<강좌 활동2>

<강좌 활동3>

<강좌 활동4>

2) 시지각을 활용한 인상주의 작품제작
￭ 운영교사 : 김미경, 주재선
￭ 운영내용 : 붙임 『수업지도안』 참조

<강좌 활동1>

<강좌 활동2>

<강좌 활동3>

<강좌 활동4>

3) 시법과 역법의 해석
￭ 운영교사 : 정수국
￭ 운영내용 : 붙임 『수업지도안』 참조

<강좌 활동1>

<강좌 활동2>

<강좌 활동3>

<강좌 활동4>

4) 시선추적의 뇌과학
￭ 운영교사 : 변정호
￭ 운영내용 : 붙임 『수업지도안』 참조

<강좌 활동1>

<강좌 활동2>

<강좌 활동3>

<강좌 활동4>

다. 팀별 연구 포스터 발표
￭ 장소 : 영어전용교실(교사 평가 및 학생 평가 실시)

구분

교사 평가

학생평가

합계

순위

NIMBY vs PIMPY

105

6

111

4

시지각을 활용한 인상주의 작품제작

150

22

172

1

천체의 위치에 따른 때의 결정

144

6

150

3

주의 집중 분석을 통한 뇌과학

137

14

151

2

라. 전문가 특강
￭ 초청강사 : 권용주 교수님(한국교원대)
￭ 운영결과

<STEAM 캠프 전문가 특강 1>

<STEAM 캠프 전문가 특강 2>

마. 참가 학생 평가 결과
1) 참가 학생들의 학습동기 수준 변화
- 평소 과학수업과 STEAM 캠프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동기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동기수
준을 측정하였음.

134.00

133.04

132.00
130.00
128.00
126.00
124.00
124.00
122.00
120.00
118.00

평소
학습동기

캠프 후
선형 (학습동기)

y = 9.0435x + 114.96
R?= 1

- 선형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R2 값이 거의 1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의 설명력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평소 과학수업에 대한 학습동기 수준의 평균 점수는 124.00으로 높게 나타났음. 일반적인 학습
에 대한 학습동기 수준은 100점을 기준으로 ±10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이 평소 과학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캠프가 종료된 후 학생들의 캠프에 대한 학습동기 수준을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는 133.04로
나타났음. 평소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로서 캠프에 참가하기 전의 학습동기 수준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캠프를 통해 더욱 높은 학습동기 수준을 나타내었음. 이러한 결과는
STEAM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다른 학습에
대한 전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

2) 운영교사 자체 평가 결과
만족도
준비측면

85%

운영측면

98%

지원측면

92%
- 포스터로 학생들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발표가 이루어진 점은 학생들의
자존감 및 성취감을 배가 시키는 활동이었음.
- 교사의 다양한 수업 연구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캠

권장사항

프였음.
- 학생들의 참여도과 결과가 높아 만족스러운 캠프였음.
- 계속적으로 캠프 운영이 되도록 희망함.
- 과학분야에 인문학(국어, 미술) 분야 참여가 긍정적이었음.
- 소수의 인원으로 강좌개설을 하다보니 학생들의 관심이 몰리는 강좌가
있었고, 캠프의 운영을 위해 희망강좌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학생들이 두 강좌 정도를 로테이션으로 들을 수 있도록 계획된다면 강좌
수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포스터 제작 시간이 최소 2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개별 강좌의 선택 폭을 넓혀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었

개선사항

으면 함.
- 캠프시기를 앞당겨 여유로운 운영 기대.
- 강좌별 준비된 내용이 모두 우수한데 학생수가 너무 적어 아쉬웠음.
- 수업을 팀당 한 강좌만 수강하지 않고 여러 강좌를 모든 팀이 수강할 수
있었으면 함.
- 계열 구분없이 학생선발(인문계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 강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고 모둠 활동은 주제별로 나누어서 실행.

Ⅵ. STEAM 교사 연구회의 성과
가.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제시된 수
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교사들도 유사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데 기여하였음.
- 스마트 패드용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digital native인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활
동과 함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음.

나. STEAM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
- 교내 교사(연구회)들을 대상으로 STEAM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STEAM 교육에 대한 교사
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음.

다. STEAM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
-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STEAM 체험활동을 수행하고, 가족과학축제 및 행복학교 박람회에 참여함으
로써 학생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음.
- STEAM 동아리 활동, STEAM 수업 활동, STEAM 캠프 운영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이 어렵기만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유익한 학습활동이며 경험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식하는데 기여하였음.

라. STEAM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주의 집중도 향상에 기여
- STEAM 교육의 경험 전과 후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수준과 주의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괄목
할만한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STEAM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기여하였음.

<STEAM 융합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학습태도 변화>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 및 과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융합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 중 교과과정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
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기반형 프로그램과 교과시간에 적용 가능한 문제
해결 기반형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문제해결과정에 따라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연계를 통한 STEAM수업이 가능하다. 문제해결
과정을 기반으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연계하여 수업지도안을 편성함으로써 교과시간 내에서 창의
적인 STEAM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생체모방을 통해 다양한 생명과학 및 물질과학에 대한 지식의 연계가 가능하였다. 생체모방활동은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생명과학과 물질과학에 대한 지식의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첨단과학 분야이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수준을 높이는데
효율적일 수 있으며, 다양한 과학 분야의 자연스러운 연계 및 실생활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연구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는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필요가 있다.
연구프로젝트는 연구논문 작성을 통해 완성되는 장기간의 활동이며, 단순한 활동의 경험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은 연구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되고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야 하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2. 제언
생물체 또는 생물의 기관 같이 학생들에게 익숙한 수업내용으로부터 생체모방이라는 새로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STEAM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학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개발된 생체모방 STEAM 학습 프로그램은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물질과학영역에 초점을 맞춘 융합
과학수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발된 생체모방 STEAM 학습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 활동과 그 외의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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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STEAM 수업지도안

○ STEAM 수업지도안 1(생체모방)
프로그램명
적용학년/시기
관련과목

소금쟁이처럼 물 위를 걸어라!
1학년 2학기 / 9월

과학, 수학, 공학

1. 주제 및 제작의도
과학자는 그들이 밝히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학자는 창작이나 개선과 같이 그들
이 풀어야만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Sargent,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한 융합의 대상이 되는
과학과 공학은 그 목적과 결과가 서로 다른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과학탐구 활동은 과학자들
의 과학적 문제해결과정을 학습의 측면에서 모델링하여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NRC, 2000). 즉, 과학적
탐구 활동은 과학적 문제해결과정에 해당하므로, 융합학습에서 제시하는 공학적 문제해결과정에 직접 적용
하기는 어렵다. 반면, 융합학습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는 설계 기반 공학적 활동은 기존의 과학적 지식을 활
용하여 제품 또는 시스템 설계와 같은 주어진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영역은 서
로 다른 목적과 결과를 산출해내지만, 과학적 탐구 활동과 설계 기반 공학 활동은 과학자 또는 공학자가 직
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과학학습을 위한 융합수업은 단순한 내용의 통합보다는, 생물지식을 출발점으로 하는 내용들이 선별되고
제시될 때 가능할 것이다. 융합교육의 목적이 창의적 사고 과정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생물지식은 생물
창의성 발현의 기초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해결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생물 창의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조혜원과 김영수, 2012). 따라서 과학학습을 위한 융합수업의 내용은 과학
적 지식을 중심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명확한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생성한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융합적 지식이 생성될 수 있
는 소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생체모방(Biomimicry)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이 지닌 해결책을 사용하는
사고의 방법에 해당한다(Benyus, 1997). 생체모방의 적용 범위는 생물체에서 영감을 받은 옷, 페인트, 교통
수단, 로봇 등 다양하고 넓은 영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Lee, 2011). 특히,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해
결책을 공학자가 차용하여, 그들이 직면한 공학적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방법
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감을 받은 설계(Biologically inspired design)가 가능하다. 따라서 생체모방은 설계
기반 공학적 문제해결에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에 해당한다(Benyus, 1997;
Bar-Cohen, 2006). 즉, 생물에 대한 탐구기반 과학적 활동과 설계 기반 공학적 활동과 창의적인 산출물 제
작이 가능하므로, 융합수업의 콘텐츠로써 생체모방이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생체모방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나 생물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지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류의 다양한 문제를 모방을 통해 해결하려는 학문
￭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공학적 문제해결 방안”으로도 알려져 있음

￭ 공학, 농업, 의약학,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생체모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체모방의 사
례는 벨크로(Velcro) 테이프가 있음
￭ 생체모방을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원리, 과학-기술의 관련성, 공학적 아이디어 생성, 도전과제를 통한 목
표도달의 체험, Team 상호작용을 통한 감성적 의사소통 경험이 가능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표면장력의 원리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비눗방울이나 물방울 등이 둥근모양이 되는
것은 분자간의 인력이 액체의 표면에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액체의 표면에는 내부에 비해 분자가 서로
당기는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표면장력이라고 하며, 20℃의 조건에서 물은 72.75dyn/cm의 표면장력
을 나타내며 다른 액체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지닌다. 특히 표면장력은 액체의 표면이 수축하여 가능한 최
소면적을 유지하려는 현상에 의해 나타나며,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응용사례에 대한 이해 및 적용
- 표면장력을 극대화한 사례 : 연잎을 응용한 발수 코팅제, 잠수함의 잠망경, 인공관절의 표면처리, 아웃
도어 의류의 발수 섬유, 낚시의 미끼인 찌 제작
- 표면장력을 상쇄시킨 사례 : 비누분자는 액체의 계면에 존재하는 표면장력을 상쇄시킨 사례에 해당함

○

과정 목표

생체모방 활용 생물학습을 위한 융합수업의 목표는 생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공학적 지
식을 융합한 창의적 산출물 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의적 사고의 경험을 위한 문제해결과정
은 발산적 문제해결과정과 수렴적 문제해결과정의 순서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사고 전환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목표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생체모방 콘텐츠는 생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탐구 활동과 이를 통해 발견한 과학적 원리를 공학적으로 응
용할 수 있는 설계 기반 활동이 가능하게 해준다. 즉, 설계에 기반을 둔 창작활동 유발 콘텐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융합수업에서는 과학-공학적 탐구를 통한 원리 발견, 발견된 과학-공학적 원리가 적용된
융합적 설계, 설계 결과에 기반을 둔 창의적 융합산출물 제작이라는 단계적인 목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융합적 설계에 사용할 원리 발견을 위한 과학적 탐구단계에서는 과학적 관찰, 의문 생성과 같은 문제 탐
색, 과학적 관찰을 통해 생성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 해답인 가설생성과 같은 해결책 고안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 생성의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 검증 과정 같은 활동을 통한 과학적 원리
발견의 경험이 필요하다. 결국, 생물에 대한 과학적 탐구 활동을 통해 생물이 지닌 공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한다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탐구와 공학적 탐색을 통해 발견된 원
리는 다음 단계인 설계활동에 적용됨으로써 과학-공학적 원리 발견이라는 탐구기반 문제해결활동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공학적 원리가 적용된 설계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발견된 원리의 다양한 공학적 응용사례에 대
한 탐색을 통해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설계 방식을 다양하게 발견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또한, 학습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융합적 설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여야 한다.
최종적인 설계물 생성을 위해 기본적인 설계 부분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거침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설계지
식을 완성해 나가게 된다. 결국 발산적 문제해결활동 이후의 수렴적 문제해결과정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창의적 융합산출물 제작을 위한 단계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한 수렴적 문제해결활동이 요구되며, 공동
활동을 통해 수렴적 사고의 활용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팀별로 융합적 설계물에 대한 평가
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창의적 제작을 위한 설계 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설계물은 이전 단계에서 기본적
인 부분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거쳤으므로 즉시 제작 가능하며, 팀별 논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팀별 창의적 산출물의 시연을 통해 제작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른 팀들과 상호 의
사소통하게 된다. 이로써 생체모방을 활용한 창의적 산출물 제작이라는 수렴적 문제해결활동을 경험하고,
융합학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과학적 지식 탐색 및 생성
○ T/E：과학-기술 관련 지식 탐색, 공학적 지식 탐색 및 생성
○ A：의사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탐색
○ M：수학적 해결방안 탐색 및 적용

￭ 표면장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탐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물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활동을 체험하여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
￭ 생체모방 활동을 통해 과학적 지식(표면장력의 원리)을 실제 문제상황에 적용함으로써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음
￭ 학생 스스로 만든 창의적 제작물이 물에 뜨는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
낄 수 있음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1단계 수업은 생체모방 대상으로부터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공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식을 생
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소금쟁이 자료에 대한 관찰을 통해 특징을 파악하고, 물에 떠 있는 현상에 대한
원인적 의문을 떠올릴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의문 및 가설과 같은 잠정적 지식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은 주어진 재료들 내에서 자신이 생성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검증 과정을 통해 표면장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다음 설계단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공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아
이디어와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상호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창의적 설계

2단계 수업은 1단계에서 발견된 융합적 원리를 활용하여 생체모방 설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구
성된다. 이를 위해 1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물에 뜨는 장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학적 산물(배, 수상
스키, 잠수함, 부표)의 설계 방식과 원리를 탐색한다. 이후 주어진 재료들 내에서 학생들 스스로 설계를 실
시하며, 생성한 설계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간단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작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과정
을 거친다. 생성한 설계지식은 설계물의 활용,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내포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발표 기회를
제공한다.

○

감성적 체험

3단계 수업은 팀별 활동으로써 개인이 생성한 융합적설계물에 대해 평가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융합적 산
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개인의 생체모방 설계 지식들 중 융합적 원리의 반영, 제작 가능성과
같은 자체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별한 후 설계물에 대한 수정 보완을 거쳐 창의적인 설계를 완
성한다. 창작물은 물에 뜨는지 여부와 다른 물체를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며, 제작 과정
동안 자체적인 테스트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여부를
결정한 후, 주어진 시간 내에 최종적인 창작물을 제작한다. 각 팀별로 제작한 창작물은 발표 및 시연 과정
을 통해 다른 팀과 의사소통하며, 교사는 목표 달성 여부를 떠나 창작물의 장단점을 피드백 한다. 3단계에
서 이루어지는 팀별 활동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공동 활동이 협력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이
루어지는 학생 활동은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과목

단원

소주제

학습내용
 소금쟁이처럼 물에 클립을 띄워보자!

1차시

과학

소금쟁이처럼
물에 뜨는 장치
1. 우리 생활과
만들기
물질
(소금쟁이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
찾기)

Co

소금쟁이를 넣어서 학생들에게 관찰

Tip!

소금쟁이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youtube에
있는 소금쟁이(waterstrider) 동영상을 준비

Co

한정된 재료를 활용하여 클립을 물에 쉽게 띄울 수
있는 방법 고안하기!

Tip!

클립을 ‘ㄴ’자 형태로 구부린 후 국자처럼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클립을 띄울 수 있다.

CD

표면장력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계면활성제(세
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 클립이 물에 가라앉는 것
을 관찰

ET

동전 위에 물방울 많이 쌓아 올리기

 표면장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에 뜨는 소금
쟁이 배 만들기
Co

2차시

기술

10.

소금쟁이처럼
물에 뜨는 장치
만들기
(표면장력을
이용한 공학적
사례 찾기)

CD

소금쟁이처럼 물에 뜨는 물체를 만들 수 있을까?
철사, 스티로폼, 우드락, 투명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 뜰 수 있는 배를 설계하기
위한 아이디어 논의

Tip!

설계 시에는 반드시 그림으로 설계도를 제시

Tip!

소금쟁이 다리모양의 철사를 물에 띄워 봄으로써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확인하기

ET

각 모둠별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금쟁이
배 설계물을 선정기준 정하기

 물에 뜨는 소금쟁이 배 만들기!
Co

설계물을 바탕으로 소금쟁이 배를 제작

Tip!

안전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소금쟁이 배 제작을 위해
팀원들간의 협동심을 발휘하도록 협의하면서 제작

3차시

수학
과학

소금쟁이처럼  자신보다 더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소금쟁이 배 만들기!
물에 뜨는 장치
CD 소금쟁이 배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며, 물
만들기
에 뜰 수 있는 배를 제작
(도전 철사
소금쟁이 만들기!) CD 물에 뜬 소금쟁이 배 위에 미리 동일한 크기로 잘라
놓은 우드락을 가능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제작물
을 개선하기
ET

조별 테이블에서 준비된 수조 위에 소금쟁이 배를
띄우고, 우드락을 가장 많이 올리는 팀을 선발

6.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 소금쟁이에 대해 과학적 관찰 수행이 잘 이루어
졌는가?
과학적 탐색
1
(30점)

￭ 소금쟁이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원인에 대해
탐색하였는가?
￭ 표면장력에 대한 과학적 가설을 세웠는가?

개별과제
(보고서)

￭ 가설을 평가하는 탐구활동을 통해 표면장력에 대
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였는가?

￭ 소금쟁이처럼 물에 뜨는 물체 설계라는 문제에
대해 탐색하였는가?
￭ 철사를 활용한 소금쟁이 설계 방안을 탐색하였는
2

창의적 설계
(30점)

가?
￭ 무게중심의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설계도를 그

조별과제
(포트폴리오)

렸는가?
￭ 협동심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 역할분담을 잘 하였는가?
￭ 프로토타입(Prototype) 모델을 평가하여 소금쟁이
모형을 제작하였는가?
감성적 체험
3
(30점)

￭ 철사 소금쟁이를 물 위에 띄울 수 있는가?
￭ 철사 소금쟁이 위에 다른 물체를 올릴 수 있는
가?

조별수행
(산출물)

￭ 설계도를 바르게 해석하고 모형 제작에 충실하였
는가?

￭ 토의 시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하였는가?
4

태도
(10점)

￭ 모형설계 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개별평가

￭ 모형제작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관찰법)

￭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가?

7.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소금쟁이처럼 물 위를 걸어라!
과목
단원

수업차시
1/3차시
정보통신과 신소재
￭ 눈에서 색을 인식하는 세포의 특성과 빛의 3원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
과학

으로 LCD 등 영상표현 장치와 디지털 카메라 등 영상 저장 장치의 원리와 구조를 과

교육과정

학적으로 이해한다.
￭ 고체에 대한 에너지 띠구조를 바탕으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차이를 이해하고, 초

전도체와 액정 등 새로운 소재의 물리적 원리를 이해한다.
￭ 자연을 모방하여 만드는 신소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토론하기
￭ 소금쟁이처럼 물에 뜨는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탐색한다.

학습목표

￭ 소금쟁이의 생물학적 특징을 탐색하여 물에 뜰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다.
￭ 표면장력의 원리를 확인함으로써 표면장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소금쟁이처럼 물에 클립을 띄워보자!
Co

비커에 물을 담고 소금쟁이를 넣어서 학생들에게 관찰하게 한다.

Tip!

소금쟁이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youtube에

있는

소금쟁이

(waterstrider) 동영상을 준비하여 보여준다.

도입
(10분)

Co

질문 : 소금쟁이는 어떻게 물위에 뜰 수 있을까?

Co

소금쟁이가 물에 뜰 수 있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생성하도록 한다.

Co

학생들이 세운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클립을 물에 띄우는 실험을

소금쟁이
동영상
종이컵, 물,
클립

통해 표면장력을 알아본다.
Co

클립을 물에 쉽게 띄울 수 있는 방법 고안하기!

Tip!

클립을 이전에 띄워 본 학생들도 누구나 쉽게 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
도록 안내한다.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 클립을 쉽게 띄우기!

학습활동
(35분)

Co

조별로 고안한 클립 띄우기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실험재료를 나누어 준 후 한정된 재료 안에서 탐구활동을
하도록 한다.

Co

조별로 고안한 클립 띄우기 방법을 시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정한
다.

Tip!

클립을 ‘ㄴ’자 형태로 구부린 후 국자처럼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클립을 띄
울 수 있다.

CD

클립이 물에 뜨는 원리와 소금쟁이가 물에 뜨는 원리가 동일함을 제시한다.

종이컵, 물,
클립,
스포이드,
액체세재

표면장력 설명 시 계면활성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면활성제가 표면장력을
약화시킴을 설명한다.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CD

표면장력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계면활성제(세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
클립이 물에 가라앉는 것을 관찰한다.

ET

2개의 동전 중 하나에는 아무런 것도 바르지 않으며, 다른 하나에는 세제
를 바르고 물방울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물방울이 동전 위에서 곡률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물의 표면장력
생성원리를 이해한다.
￭ 차시예고(표면장력의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사례 찾기)
ET

￭ 학생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모둠별 순회지도를 한다.
￭ 동료평가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한다.

종이컵, 물,
동전,
액체세재

과목

과학

수업차시

단원

2/3차시

정보통신과 신소재
￭ 눈에서 색을 인식하는 세포의 특성과 빛의 3원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LCD 등 영상표현 장치와 디지털 카메라 등 영상 저장 장치의 원리와 구조를 과

교육과정

학적으로 이해한다.
￭ 고체에 대한 에너지 띠구조를 바탕으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차이를 이해하고, 초

전도체와 액정 등 새로운 소재의 물리적 원리를 이해한다.
￭ 자연을 모방하여 만드는 신소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토론하기

학습목표

표면장력의 원리를 적용한 공학적 사례들을 탐구하고 창의적 생체모방 작품 설계를 위한 응
용 지식을 이해한다.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소금쟁이의 원리를 이용한 물에 뜨는 장치 설계하기!

도입
(10분)

Co

소금쟁이가 물에 뜨는 현상을 떠올리게 하며 어떠한 원리로 물에 뜨는지
발문한다.

Tip!

1차시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발문한다.

Co

소금쟁이처럼 물에 뜨는 물체를 만들 수 있을까?
표면장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물체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표면장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용되는 공학적 사례는 있을까?

Co

공학적
적용사례
동영상,
1차시 결과
보고서

학생들이 표면장력이라는 원리를 상기하면서 탐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피드백을 제공한다.

표면장력의 원리가 적용된 공학적 사례 동영상을 통해 제시한다.
 표면장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에 뜨는 소금쟁이 배 설계하기!
Tip!

CD

철사, 스티로폼, 우드락, 투명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
뜰 수 있는 배를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도록 한다.

CD

개별적으로 주어진 활동지 위에 자신만의 소금쟁이 배를 설계한다.

Tip!

설계 시에는 반드시 그림으로 설계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D

순회지도하며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
각해보게 한다.

학습활동
(30분)

CD

무게중심을 이해하기 위해 교과서를 분필 위에 세워볼 수 있도록 한다.

Tip!

사각형의 내부에 대각선 두 개를 교차하게 그어 만나는 합점에 분필이 위

치할 경우 교과서를 분필 위에 세울 수 있다.
CD

철사, 스티
로폼, 우드
락, 투명테
이프, 플라
스틱 수조,
물, 가위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을 더 알아보기 위해 철사를 이용하여 소금쟁이의
다리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도록 한다.

Tip!

실제로 만든 소금쟁이 다리모양의 철사를 물에 띄워 봄으로써 설계 시
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물과 접하는 면의 표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도
록 한다.

ET

마무리
(10분)

각 모둠별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금쟁이 배 설계물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ET

조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설계물을 구체화하여 조별로 대표자가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차시예고

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모둠별 순회지도를 한다.
￭ 동료평가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한다.

조별 설계물

과목

과학

수업차시

단원

3/3차시

정보통신과 신소재
￭ 눈에서 색을 인식하는 세포의 특성과 빛의 3원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LCD 등 영상표현 장치와 디지털 카메라 등 영상 저장 장치의 원리와 구조를 과

교육과정

학적으로 이해한다.
￭ 고체에 대한 에너지 띠구조를 바탕으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차이를 이해하고, 초

전도체와 액정 등 새로운 소재의 물리적 원리를 이해한다.
￭ 자연을 모방하여 만드는 신소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토론하기
￭ 소금쟁이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산출물을 설계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융합

학습목표

적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 소금쟁이 생체모방을 통해 제작한 배를 물에 띄우고, 다른 물체를 많이 올리는 대회를 통해

성공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물에 뜨는 소금쟁이 배 만들기!

도입
(10분)

Co

이전 차시의 설계를 바탕으로 철사와 우드락,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소금쟁
이 배를 만든다.

Co

설계물과 제작은 똑같이 일치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설계
물을 바탕으로 소금쟁이 배를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
인하도록 한다.

Tip!

안전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소금쟁이 배 제작을 위해 팀원들간의 협동심을
발휘하도록 협의하면서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준비물
가는철사(0.3
φ) 20m,
닛퍼, 가위,
투명테이프,
우드락, 풀,
종이, 핀셋,
수조, 물

 자신보다 더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소금쟁이 배 만
들기!
CD

소금쟁이 배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며, 물에 뜰 수 있는 배를 제작

하도록 한다.
∙ 교실을 순회하면서 설계 단계에서 구상한 도면을 토대로 제작하도록 지도하고,
활발한 피드백을 준다.
설계도를 토대로 팀원들간의 협동심을 발휘하며 제작을 한다
∙ 제작과정에서 실습도구들의 사용에 주의를 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주의깊게 들

학습활동
(35분)

으면서 실습을 진행한다
CD

물에 뜬 소금쟁이 배 위에 미리 동일한 크기로 잘라놓은 우드락을 가능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제작물을 개선하도록 한다.
∙ 제작을 완료한 모둠은 모둠별로 주어진 물통에 실제로 만든 소금쟁이를 띄워
보도록하고 잘 된모둠은 추가로 우드락 추를 올려보도록하고 수정이 필요한
조는 수정하도록 지도한다
제작한 결과물을 모둠별로 평가를 하기위해 물에 직접 띄워본다
∙ 제작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의견조율을 통해 수정을하고 물에 잘 뜰경우에는
무게를 올려 제작평가를 한다
ET

조별 테이블에서 준비된 수조 위에 소금쟁이 배를 띄우고, 우드락을 가장

많이 올리는 팀을 선발한다.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ET

수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지도

한다.
ET

소금쟁이 배 위에 우드락 추를 가능한 많이 올린 조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 학생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모둠별 순회지도를 한다.
￭ 동료평가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한다.

가는철사(0.3
φ) 20m,
닛퍼, 가위,
투명테이프,
우드락, 풀,
종이, 핀셋,
수조, 물

8. 교사용 수업자료

Worksheet No.1
소금쟁이 따라하기!

주제

차시

1/3

￭ 소금쟁이처럼 물에 뜨는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탐색한다.

활동 목표

￭ 소금쟁이의 생물학적 특징을 탐색하여 물에 뜰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다.
￭ 표면장력의 원리를 확인함으로써 표면장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학적-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이나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생체모방(biomimetics)이라고 합니다. 생체모방은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기존의 생물이나 생태계가 지닌 환경에 대한 적응방법을 연구하여 발견된 지식을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다.
아래 기사는 생체모방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생체모방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연을 따라하다, 자연을 뛰어넘다
산길을 걷다 보면 바지 섶에 들러붙는 ‘녀석’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엉겅퀴 씨앗이다. 멀리 퍼지기 위
해 사람 옷이나 동물 털에 붙을 수 있는 갈고리 구조를 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발명가가
엉겅퀴 씨앗에서 영감을 얻어 일명 ‘찍찍이’라는 벨크로를 개발했다.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는 수십억 년간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다듬어져 최적화된 작품
이다. 이런 생물체의 기본구조, 작동원리를 모방하고 응용해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자연모사 기
술’(nature inspired technology)이다. 자연모사 기술은 생체모방 기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공학기술에 더 가깝다.
신발이나 의류는 물론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 내에서 물건을 고정시키는 데 쓰이는 벨크로 테이프는
엉겅퀴 씨앗의 기능을 공학적으로 모사한 대표적인 예다. 최근 국내외 연구자들이 물 위를 걷는 소금쟁
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는 게코(gecko)도마뱀, 비가 와도 물에 젖지 않는 연꽃잎 등을
흉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김호영 교수는 소금쟁이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원리를 알아내 국제저
널 ‘랭뮤어’에 발표했다. 소금쟁이는 특정 속도로 물을 차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김 교수는 현재 이 원리를 이용해 소금쟁이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소금쟁이 로봇을 이용
하면 강이나 바다에서 환경을 감시하거나 군사작전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2011년까지 개나 말처럼 험악한 산악지형에서 군장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견마(犬馬) 로봇
을 개발할 계획이다. 견마 로봇은 지뢰가 묻힌 지역이나 화생방 오염지역에서도 사람 대신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기획청(DARPA)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와 함께 바위지
형을 기어오르는 개를 닮은 네 발 로봇 ‘리틀 도그’를 개발해 공개했다.
코끼리 코를 닮은 로봇 코도 등장했다. 2006년 미국 클렘슨대 연구팀은 길이가 1m인 인조 코끼리 코
‘옥탐’을 개발했다. 옥탐은 콜라 캔이나 상자를 들어 옮길 뿐 아니라 땅콩 한 알도 집을 수 있다. 코끝에
는 사물을 판별할 때 이용하도록 소형 카메라, 촉각센서 등이 장착돼 있다. 또 2006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게코도마뱀처럼 벽을 기어오르는 로봇인 ‘스티키봇’을 개발했다. 스티키봇은 가느다란 털을 수
백개씩 발가락 끝에 달고 있어 도마뱀과 같은 원리로 벽에 착 붙을 수 있다. 게코도마뱀의 비밀은 이에
앞서 2000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알아냈다. 도마뱀 발바닥에는 가느다란 털(섬모)이 수
없이 존재하는데, 연구팀은 이 섬모와 벽면 사이에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게코도마뱀이 맘대로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섬모가 달린 구조물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에
장착한다면 끈적끈적한 성분이 없어도 붙였다가 뗄 수 있는 획기적인 접착기구가 가능하다. 서울대 서갑
양 교수가 이끄는 우수연구센터에서는 게코도마뱀 발바닥을 흉내 낸 일명 ‘게코테이프’를 개발하고 있
다. 게코테이프는 기존 접착테이프를 대체하는 것은 기본이고 반도체 제작공정에 유용할 전망이다. 반도
체는 청정한 진공환경에서 제작해야 하는데, 반도체기판을 가공하면서 들어 옮겨야 할 때 게코테이프를
사용한다면 기판을 깨끗하게 옮길 수 있다.
물에 젖지 않는 연꽃잎 효과, 세차 걱정 뚝!
연꽃잎은 비가와도 물방울이 맺혀 먼지와 함께 흘러내리며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비결은
표면 구조에 있다. 연꽃잎 표면에는 미세한 돌기가 오톨도톨 돋아 있어 물을 밀어내는 효과를 낸다. 이
를 ‘연꽃잎 효과’라고 한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연꽃잎 효과를 지닌 투명필름 제조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나종주 박사팀은 실험실에서 가로와 세로가 3㎝로 크기가 작고 1주일쯤
연꽃잎 효과가 지속되는 필름을 개발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관련 기술을 국내에 특허로 등록했다.
이 필름이 건물의 유리창, 자동차의 선탠용 필름과 사이드미러, 거리의 표지판에 부착된다면 비가와도
물방울이 맺히지 않아 표면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욕탕 거울에 연꽃잎 필름을 코팅하면 김
이 서리지 않고 자동차 전체에 이런 필름을 코팅하면 따로 세차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연꽃잎 효과를
이용한 페인트나 섬유도 등장하고 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은 비가 건물 외벽의 때를 씻어내 따로 청소할
필요가 없는 페인트를 개발했고, 미국 해군연구소는 물을 엎질러도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때 안 타는
섬유’를 제작했다. 이 섬유를 이용하면 비에 젖지 않는 옷도 만들 수 있다.
한편 후미진 곳에 걸려 있어 귀찮게만 보이는 거미줄은 강철보다 5~10배 강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
져 있다. 하지만 인공 거미줄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거미줄 성분의 단백질을 합성하고 거미줄을 생성하
는 과정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캐나다 생명공학회사인 넥시아에서는 거미줄 유전자를 염소에 이식해
이 염소의 젖에서 거미줄 단백질을 뽑아낸 뒤 전기방사공정을 통해 인공 거미줄인 ‘바이오스틸’을 개발
한 적이 있다. 바이오스틸은 의료용 봉합사로 쓰일 수 있다.
인공 거미줄은 화상을 치료하는 거즈로도 개발되고 있다. 기존 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으면 공기가 통
하지 않아 새 살이 자라기 힘들지만, 인공 거미줄 같은 미세한 섬유를 뿌려서 만든 거즈는 공기가 통하
는 미세한 틈새가 있어 새 살이 돋는 데 좋고 이 틈새로 세균은 침투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인공 거미줄
거즈는 동물실험 단계라고 한다. 자연의 생물체를 공학적으로 모방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은 끝이 없어
보인다.
2008.02.06 코리아플러스
소금쟁이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비가 내린 뒤 웅덩이에서도 볼 수 있고, 주변의
연못에서도 종종 볼 수 있죠. 이런 소금쟁이는 수많은 생물 중에서도 유독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소금쟁이는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소금쟁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이유를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소금쟁이 모습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RphuMEUY3Og

동전(100원짜리, 500원짜리) 위에 스포이트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최대 몇 방울까지 올릴 수 있을까
요?
100원짜리 동전에 물방울 올리기!

500원짜리 동전에 물방울 올리기!

나의 예상은?

나의 예상은?

실제 결과는?

실제 결과는?

물방울을 최대로 많이 올렸을 때 동전 위 물의 모

이때 동전 위의 물방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보세

양은 어떤가요?

요.

동전 위의 물방울은 왜 이런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아래 사진처럼 클립을 띄워봅시다.
클립이 잘 뜨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세요~
내가 찾은 방법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으로 표현해보
세요.

Worksheet No.2
소금쟁이 모방하기!

주제

차시

2/3

￭ 표면장력의 원리를 적용한 공학적 사례들을 탐구하고 창의적 생체모방 작품 설계를 위한 응용 지식

활동 목표

을 이해한다.

물 위에 떠 있는 소금쟁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디넷코리아]
중국에서 물위를 걷는 새로운 마이크로 로봇이 실제로 등장했다. 시골 연못웅덩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쟁이를 모델로 삼은 로봇이다. 씨넷은 28일 중국 하얼빈공대가 소금쟁이 390마리에 해당하는
1.5kg의 무게를 가진 물위에서 걷고 달리는

로봇을 소개했다.

실제 자연계에서는 중남미에 사는 바실리스크도마뱀이 물위를
순식간에 건너는 모습 때문에 물위를 걸었다는 예수의 이야기를 본따
'지저스(예수)크리스트(Jesus

Christ)로봇'으로도 불린다.

하얼빈 공대에서 만든 이 일명 지저스크라이스트 로봇은 소금쟁이와
모기같은 물위를 미끄러져 가는 능력을 가진 벌레를 본떠서 비슷하게
만든 것인데

물을 배척하도록 설계한 다리 덕분에 걷는 것은 물론 물위에서 점프까지 할 수 있다.

이 로봇은 실제 길이가 15cm이며 10개의
그리고

물을 배척하고 몸체를 지지하는 와이어로 만든 다리,

작은 모터로 추진력을 얻는 2개의 노처럼 생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 소금쟁이 로봇은 물위에서 작동할 때 실제로
물에서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또한 거대한
캐터필러 주행기록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새로운 마이크로봇은 3.88그램인

소금쟁이

390마리 무게인 1.5kg에 이르지만 초당 15cm의
속도로

달리고, 서면서도 물표면에서 가라앉지

않으며, 심지어 자연스럽게 몸을 돌리기까지 한다.
과학자들은 이 로봇이 물위에 서있을 수 있는 힘의
원리를

다리 반지름과 접촉각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물을 사랑하는 로봇은 ACS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인터페이스에 자세하게 게재돼 있다. 보도는 물론 이 로봇이
물위를 걷는 최초의 로봇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벌레를 본뜬, 또는

과학자들은 물위를 달리듯이 걷는

마이크로로봇의 동작은 거의 연구된 바 없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 경우 빠르고, 날렵하고 비싸지 않은 수상의 광범위한

감시활동 및 수질오염 감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물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표면장력을 그림으로

표면장력의 원리란?

표현해보세요

다음 중 표면장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관련이 있으면 ○, 아니면, X)

○ /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 /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 /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 /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소금쟁이는 물의 표면장력 때문에 물 위에 쉽게 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 위를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직접 생체모방 과학자가 되어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 뜨는 장치를 설계해 볼까요?
우리 인간이 개미만큼이나 작고 가벼운 생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생체모방 학자로써 해양탐사선을
타고 북대서양을 탐사하던 도중 폭풍을 만나 배가 조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외딴 섬에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배가 난파되면서 당신과 함께 섬으로 쓸려온 이틀 분량의 비상식량과 가위, 칼, 펜치, 철사, 그리고 우드락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북대서양의 외딴섬은 기온이 매우 낮으며, 주변에 추위를 피할 적당한 장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섬을 탈출해야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재료만을 이용하여 당신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드락은 부력을 이용하여 물에
뜰 수 있지만 파도가 치면 우드락 위에 있는 당신의 몸은 물에 젖게 되고, 저체온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드락은 물에 닿지 않고 철사만 물에 닿도록 배를 설계해야 하겠지요?
주어진 재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직접 소금쟁이 배의
설계도를 그려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소금쟁이 배는 반드시 철사를 이용해서 물에 떠 있어야만 당신의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Worksheet No.3
소금쟁이 뛰어넘기!

주제

차시

3/3

￭ 소금쟁이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산출물을 설계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융합적 창의적

활동 목표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 소금쟁이 생체모방을 통해 제작한 배를 물에 띄우고, 다른 물체를 많이 올리는 대회를 통해 성공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다.

소금쟁이 배의 설계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쟁이 다리입니다. 자신이 고안한 소금쟁이 다리가 표면
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배가 물 위에 뜰 수 있겠죠?
다리 설계를 바탕으로 철사를 이용하여 소금쟁이

잘 뜨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원인

다리를 만든 후 물 위에 띄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을 파악하였다면, 자신이 설계한 설계물을 수정해

요?

봅시다.

매우
잘 뜸

잘 뜸

보통

잘 뜨지
않음

전혀
뜨지
않음

소금쟁이 배를 제작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적인 기준을 정해봅시다
예시) 심미성
내가 생각하는 소금쟁이 배 제작의 중요 기준

소금쟁이 배를 잘 띄울 수 있었나요?
이번에는 우드락 추를 몇 개나 올릴 수 있나 도전해봅시다!!
나의 예상은?
실제 결과는?
어떤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욱 많은 우드락을 올릴 수 있을까요??

별점

○ STEAM 수업지도안 2
프로그램명
적용학년/시기
관련과목

時 日)의 결정

천체의 위치에 따른 때( 와
1학년 2학기 / 9월

과학, 미술

1. 주제 및 제작의도
인간 생활의 주로 시간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 時와 日을 다루는 시법과 역법이다. 인간은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 계획이 수시간, 수일 또는 수십 년 계속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살펴보기도 한다. 우리 인간들은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교류가 빈번해지고
약속도 많아지며 정확한 시간 관리가 중요해졌다. 인류가 천체 관측을 통하여 달력을 만들고 시간을 관리하
기 시작한 것은 약 10,000년 전인 농업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래로부터 제왕들의 임무는 백성들
에게 씨앗을 뿌리는 시기, 수확을 거두는 시기를 알려주어 농업 생산을 늘려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었다. 현재의 일상생활 또는 과학적인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시민들이 미리 계획
을 수립하여 규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시와 일을 알려주는 시
법과 역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현재는 우리가 시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시각이나 날
짜의 결정은 천체의 운동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결정하고 있다. 어떻게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여 시와 일을
결정하는지 알아보자.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천체의 운동(특히 태양의 위치)을 측정하여 시각의 개념이 만들어졌음을 안다.
- 천체의 위치(태양과 달, 행성들)를 측정하여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주기를 결정할 수 있었고 이 주
기들을 이용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의 개념과 일-曆-의 개념이 갖추어지게 되었음을 안다.
- 일, 월, 년의 주기를 정확히 이해한다.

○

과정 목표
- 지구의 자전 주기와 태양의 남중 주기와의 차이에 의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다.
- 지구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계절 주기와의 차이에 의해 어떤 일이 나타날지 생각해 본다.

3. STEAM 과목 요소

○ : 천체들의 규칙(주기)적인 운동
○ T / E : 해시계의 원리
○ A : 앙부일구의 아름다움
○ M : 일이 모여 월이 되고 월이 모여 년이 되는 규칙성
S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 사회에서 약속을 하기 위해서 때를 어떻게 나타낼까?
- 나는 어떤 방법으로 때(시)를 나타낼 수 있을까.
-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기 위해 어떻게 때를 나타낼까.

○

창의적 설계
- 학생들이 때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구상해본다.
- 태양의 위치와 때(시)에 대해 생각해본다.
- 태양의 위치와 그림자의 길이에 대해 생각해본다.
-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 무엇이 변하는지 생각해 본다.

○

감성적 체험
- 때를 나타내는 방법 중 태양시를 표시할 때 태양의 시간각에다 12시를 더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오전과 오후, 그리고 자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5. 제작의도
1차시에서는 어떻게 짧은 간격의 때(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천체들의 일주운동을 분석
하여 시를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2차시에서는 넓은 간격의 때(일)을 나타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전
축이 기울어진 지구에서 그림자의 길이로 때(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아본다.(해시계) 3차시에서는 달의
모양과 위치를 통하여 때(시)와 음력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과목

단원

소주제

학습내용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공전
Co

내가 때를 표현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를 나타내 보고 주관적이
고 약속이 가능하지 않은 때와 객관적이고 약속이 가능한 대
를 구분해 본다.
천체들의 위치로 때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시간각
CD

1차시

과학

태양계와 지구

때(時)를
결정하는 법

Tip!

4~5명의 모둠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지구의 자전에 다른
태양의 일주운동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여러 가지 시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구의 공전 운동
 계절의 변화
 해시계의 원리
ET

Co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Tip!

2차시

과학

지구 자전축이 23.5°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적도와 황
도의 경사가 나타나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이 나타
공전과
태양계와 지구
나는 것을 이해시킨다.
절기(때)의 변화
적경의 개념
태양이 공전을 하면서 태양의 적경과 적위가 달라져서
지상에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
그림자의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 구상하기
CD

ET 태음력속의 태양력인 24절기에 대해 알아보기
 그림 속의 천체와 시
 달의 위상 변화

Co

달의 위상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

Tip!

3차시

과학

달의 위상 변화는 달, 태양, 지구의 상대적 위치변화로
나타나며 달의 모양을 보고 음력일을 알고 달의 방향으로 태
태양계와 지구 달의 위치와 때 양의 위치를 추론하면 시를 알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혜원의 월하정인도를 감상하며 달의 모양과 위치가 시
에 나와있는 시각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기.
CD

작가들의 자연주의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그림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
ET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 천체들의 규칙적인 운동(일주운동, 연주운동)이 일정한 주기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 천체의 운동의 변화(위치의 변화)를 시간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1

과학적 탐색

수 있는가?
○ 지구의 자전주기와 태양의 남중주기 차이를 탐색하였는가?

개별과제
(보고서)

○ 달의 공전주기와 위상변화주기 차이를 탐색하였는가?
○ 지구의 공전주기와 계절주기의 차이를 탐색하였는가?
○

○ 천체의 위치를 어떻게 각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 그림자의 방향이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2

창의적 설계

○ 그림자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별과제

○ 시간각의 증가 방향과 적경의 증가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 (포트폴리오)
보자
○

○ 창덕궁에 설치된 앙부일구의 미술 기법을 이해하는가?
○ 혜원의 월하정인도에 나타난 달의 모양으로 음력일자를 알 수 있는가?
3

감성적 체험

○ 월하정인도의 시에 나와있는 시를 이용하여 달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

조별발표

는가?
○

○ 토의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가?
4

태도

○ 천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알고 있는가?
○ 월하정인도 해석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는가?
○

발표관찰

때(時)를 결정하는 법

과목
단원

교육과정

학습목표

과학

수업차시

1/3 차시

태양계와 지구

2009교육과정 태양계와 지구_태양계의 형성과 운동_지구와 달의 운동
지구와 달은 태양의 둘레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음을 관측을 통해 안다.

천체들의 규칙적인 운동에서 주기성을 찾아 때(시)를 나타내는 방법을 찾는다.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준비물

 지구의 규칙적인 운동 자전과 공전
도입
(10분)

Co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기를 지배하는 천체: 태양
지구의 규칙적인 운동에 의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자전과 공전
동영상

 지구의 자전 주기: 일
Co

때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본다.

학습활동
(35분)

남중의 의미, 자오선의 개념을 알아본다.
일주 운동이 일어날 때 태양의 위치를 시간각으로 나타내 보자.
CD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지구가 자전을 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자.

시간각으로 시를 나타낼 때 불편한 이유를 찾아보자.

Co

천구 상에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때(일)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자.

ET

태양시=태양의 시간각+12h

때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짧은 간격에서의 시(時)와 오랜 간격에서의 일(日)이 있음을 주
지시킨다.

때(日)를 결정하는 방법

과목
단원

교육과정

학습목표

과학

2/3 차시

태양계와 지구

2009교육과정 태양계와 지구_태양계의 형성과 운동_지구와 달의 운동
지구와 달은 태양의 둘레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음을 관측을 통해 안다.

천체들의 규칙적인 운동에서 주기성을 찾아 때(일,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을 찾
는다.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도입
(10분)

수업차시

준비물

 지구의 공전
Co

지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자.
자전축이 기울어진 지구가 공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자.

 지구의 공전 주기: 년
Co

태양의 연주운동과 계절의 변화가 일치
1년의 시작: 동지, 현재 통상적인 1년의 시작은 1월 1일(아무런 의
미가 없는 날)

학습활동
(35분)

자전축이 기울어진 지구에서 본 천구상 태양의 이동 경로: 황도
황도상의 기준점: 동지점,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황도 상에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때를 찾는 방법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 일의 변화를 알아본다.
CD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ET

창덕궁의 해시계에 대해 조사해보자.
천구 상에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때(日)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자.
일: 태양의 적경: 춘분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증가

천구 상에서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적경과 적위)을 이해시킨다.

그림자료,
앙부일구
사진

달의 모양 변화와 위치로 때(시와 음력일)를 안다
과목
단원

교육과정

학습목표

과학

수업차시

3/3 차시

태양계와 지구

2009교육과정 태양계와 지구_태양계의 형성과 운동_지구와 달의 운동
지구와 달은 태양의 둘레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음을 관측을 통해 안다.

달의 규칙적인 위상 변화를 보고 때(시와 음력 일)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준비물

 달의 공전
Co

도입
(10분)

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은?
달의 공전 주기: 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달이 지구의 주위를 공전

달의
위상변화
동영상

 달의 위상 변화: 태양과 지구 달 사이의 위치관계
Co

달의 위상변화 주기:
그믐(삭)-초승달-반달(상현)-보름(망)-반달(하현)-그믐달-그믐: 29.5일
달이 뜨는 시간이 하루 50분씩 늦어짐: 달이 지구 둘레를 공전할 때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
초승달이 뜰 때: 초저녁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질 때: 18시경
상현달이 남중할 때: 태양의 시간각 6h: 6h+12h=18h

학습활동
(35분)

보름달이 남중할 때: 태양의 시간각 12h: 12h+12h=24h(0h)

달의 월령
그림자료,
월하정인도

초승달: 음력 1-2일 경
상현달: 음력 7-8일 경
보름달: 음력 15일 경
하현달: 음력 21-22일 경
그믐달; 음력 27-28일 경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CD

혜원의 월하정인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보자.

ET

달의 모양과 위치로 태양의 위치를 결정하여 시를 정하고 달의 모
양으로 음력 날짜를 결정한다.

4~5명의 모둠별로 진행하고, 모둠 활동 후 발표를 하여 결과물을 학급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8. 교사용 수업자료
주제

활동 목표

때(時)를 결정하는 법

차시

1/3

천체들의 규칙적인 운동에서 주기성을 찾아 때(시)를 나타내는 방법을 찾는다.

때를 결정하는 방법을 시법이라 한다. 인간들은 도시사회를 형성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게 되었고
규칙적인 때(시)를 나타내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때 규칙적인 천체의 운동(태양의 일주운동 낮과 밤
의 변화)이 짧은 간격의 때를 나타내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태양의 위치를 이용하여 시를 표시
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활동 1. 태양은 하루에 한번 동쪽하늘에서 떠오른다.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때: 배고플 때: 주관적: 친구와 때를 공유할 수 없음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때: 천체 운동의 규칙성: 태양 운동의 규칙성
해가 동쪽 지평선에 떠오를 때
해가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 태양이 남중
해가 서쪽 지평선에 질 때
태양의 위치를 태양시로 확립
때(時)를 태양의 시간각으로 표시
시간각: 관측자의 자오선과 태양의 시간권이 시계방향으로 이루는 시간각
태양이 남중: 태양이 자오선 상에 위치: 태양의 시간각 0h
태양시=태양의 시간각+12h: 날짜의 변경을 야간에 하기 위하여
자시: 23h-01h
오시: 11h-13h

정오: 12h 오전, 오후의 구분

태양일: 태양의 남중 주기: 24h
해시계: 그림자의 위치로 시를 결정하는 시계

로마의 해시계

경운궁의 해시계

활동 2. 천문학자들은 다른 시법을 사용한다.
항성시: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시각
때를 춘분점의 시간각으로 표시

항성시: 춘분점의 시간각
남중한 천체의 적경
천체의 시간각+천체의 적경
항성일: 지구의 자전주기: 23h 56m 4s: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1항성일은 1태양일(24h)와 차이가 있다.

활동 3. 지역에 따라 때에 따라 천체의 위치가 다르다.
지역에 따라 다른 시를 사용해야 한다.
지방시: 그 지방의 자오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시
표준시: 표준 자오선(15의 배수가 되는 경도선, 우리나라의 경우 135°E)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시
세계시: 본초자오선(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경도 0°선)을 기준으로 하는 시

때(時)를 결정하는 법

주제

활동 목표

차시

2/3

천체들의 규칙적인 운동에서 주기성을 찾아 때(일,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을 찾는다.

때(일)을 결정하는 방법을 역법(曆法)이라 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역사(歷史)라는 단어를 曆史라고 사용하
였다. 다시 말해 역법은 하루하루의 날짜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농업혁명을 겪으면서 1년이라는
주기를 확립하여 일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1년의 시작을 정하고 일자를 정리하여 태양력이 성립하게 되었
다. 태양력은 고대 이집트의 역법을 로마의 율리우스 황제 시절에 받아들여 1년의 길이를 365.25일로하고 4
년에 1회의 윤년을 도입하여 율리우스 역법(기원전 46년)이 제정되었다. 이 역법은 1년의 길이가 실제보다
0.0078일 길어 400년에 계절주기와 3.12일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 후 율리우스력은 16세기 말 까지 사용되
었는데 부활절이 실제 성경의 기록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레고리 교황
시절에는 부활절이 실제 날짜와 약 10일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10일간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 1582년
교황 그레고리가 10월 4일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정하고(날짜의 일부를 잘라내고) 1년의 길이를 365.2425
일로 하여 400년에 97회의 윤년을 두기로 한 역법이 현재 우리가 시용하는 그레고리 역법이다. 윤년을 결
정하는 규칙은 4로 나누어지는 해는 윤년,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평년, 다시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정하여 400년에 97회의 윤년을 둔다. 1년의 평균길이는 1태양년의 길이 365.2422일과 거의 차이
가 없어서 날짜와 계절주기가 잘 맞는 역법이다.
활동1. 때(日)의 측정은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결정한다.
그림자의 길이는 천구 상에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를 하지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길 때를 동지

황도: 천구 상에서 태양의 이동 경로: 천구의 적도와 23.5°의 경사
분점: 황도와 전구의 적도가 교차하는 점: 황도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며 적도를 끊는 점을 춘분점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며 끊는 점을 추분점
지점: 황도가 천구의 적도와 가장 멀리 있는 점; 가장 북쪽의 점을 하지점
가장 남쪽의 점을 동지점
그리고 황도 상에서 춘분점의 위치를 이용해 일자를 설정한다.

활동 2. 해시계의 원리
우리나라의 해시계인 앙부일구에서는 그림자의 길이로 계절의 변화(절기)를 알 수 있다.
그림자의 방향으로는 시를 알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해시계의 원리

매년 절기가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구의 공전궤도가 타원궤도이기 때문이다.
활동 3.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시계
서울의 창덕궁에는 해시계인 앙부일구가 2점이 설치되어 있다. 앙부일구는 세종 때에 만들어진 해시계
들 중의 하나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 19년(1437) 4월에 일련의 천문의기(天文儀器)가 완성되었는데
그 중에 앙부일구가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반구형(半球形)의 대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앙부일
구란 이름이 붙었다. 그것은 청동으로 만든 독특한 구조의 해시계로서 시반(時盤)은 동지에서 하지에 이르는
24절기를 13선의 위선으로 나타내고 이에 수직으로 시각선(자오선)을 그었고 영침(影針)은 북극을 향하여
비스듬히 꽂았다. 특히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시신(時神)을 그려 넣어 시간을 알게 했다는 점도 특이하
다. 이 해시계는 2개를 만들어 혜정교(惠政橋)와 종묘 남쪽 거리에 석대를 쌓아 그 위에 설치하게 했다. 그
러니까 이 해시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 시계였다는 데서도 의의가 크다. 지금 남아 있는 앙부일구들은
세종 때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식 해시계를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는 직경 35.2cm,
높이 14cm의 크기로 ‘한양북극고삼십칠도이십분앙부일구(漢陽北極高三十七度二十分仰釜日晷)라고 쓰여 있으
며, 다른 하나는 직경 24.3cm로 ‘한양북극고삼십칠도삼십구분십오초앙부일구(漢陽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十
五秒仰釜日晷)’로 쓰여 있다. 이들은 반구형의 대접 모양에 네 발이 있는 우아한 모습을 가진 것으로 작풍과
제작 기법이 꼭 같다. 청동으로 부어 만들고 글자와 선은 은상감(銀象嵌)으로 처리하여 흑칠과 잘 어울리고
다리에는 정확한 수평을 잡기위한 수준(水準) 장치를 십자 형태로 해놓고 있다. 이 앙부일구들은 그 아름다

움으로도 최상급의 해시계이며 화강석대의 우아한 조
각과 잘 어울리게 했다. 이들의 제작 연대를 살펴보면
시각선이 12시 9육각의 시제에 따르고 있으므로 1636
년 시헌력으로 개력한 이후의 것이고, 큰 앙부일구는
‘한양북극고삼십칠도이십분’으로 새겨 있으므로 한양의
북극고도를 37도 39분 15초로 측정 확정한 1713년 이
전의 것이다. 그러니까 큰 것은 17세기 후반, 작은 것
은 ‘한양북극고삼십칠도삼십구분십오초’로 새겨 있으므
로 18세기 전반에 각각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앙부일구들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해시계로서,
과학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큰 귀중한 유물이다.
창덕궁의 앙부일구(18세기 초)

주제

활동 목표

달의 모양 변화와 위치로 때(時와
음력일)를 안다

차시

3/3

달의 규칙적인 위상 변화를 보고 때(시와 음력 일)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역법은 인간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에서 하루를,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에서 한 달을, 추운 겨울이 지나 얼음이 녹고 새싹이 움트는 것에서 일 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루는 너무 짧은 단위이고 일 년은 너무 긴 단위여서 인간에게는 그 중간에 해당하는 단위
를 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였다. 그 도구는 바로 하늘의 달이었다. 시계도,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없던 시
대에 달은 그야말로 하늘에 떠있는 만인을 위한 달력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태양력(그레
고리 역법)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태음력은 천체들의 운동 중 달
의 운동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만든 역법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
분의 고대력은 태음력에서 시작하여 태양태음력 도는 태양력으로 변해 갔으며 현재는 일부 이슬람권에서
사용하는 이슬람역이 순태음력으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태음력에 24절기를 혼합한 태양태음
력이 사용되었다. 태음력은 1삭망월(29.53059일)을 주기로 달이 규칙적으로 차고 기우는데서 큰달 30일, 작
은달을 29일로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1년을 12개월 354일로 하는 역법이다. 태음력을 사용하면 1년의 길이
와 약 11.2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순태음력을 사용하여 3년 정도만 지나면 태양의 움직임과는 30일이
넘게 차이가 나게 된다. 농경이 중요하였던 고대 사회에서 역법이 계절과 어긋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계절의 변화에 맞는 역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 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이 실
은 태음태양력이다. 고대인들은 오랜 관찰 결과 달의 모양 변화와 일 년의 길이가 19년마다 딱 맞아떨어진
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19년에 7회의 윤달을 넣어 사용한다. 이러한 19년 주기를 메톤 주기라 한다.

활동 1. 달은 태양과 지구와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달을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하면 조금씩 모양이

변

하면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약 한달

후

에는 모양이 처음과 같아진다. 그리고 보름달 이후로

는

달뜨는 시각이 하루에 약 50분씩 늦어진다. 이것은

달

이 지구 둘레를 하루에 약 13°씩 공전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은

달

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

문이다. 이 때 달의 모양이 변해서 다시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9.5일(삭망월)이 된다.

매일 저녁 해가 질 무렵 달의 모습과 위치를 관측하면 다음과 같이 보인다.

활동 2. 음력일자에 따라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달의 모양을 보고 음력 일자를 알 수 있다.

2013년 9월의 달의 위상 변화
활동 3. 달의 모양과 위치를 보고 태양의 위치를 결정한다.
태양의 위치를 이용해 시를 결정할 수 있다.
상현달은 달과 태양의 시간각이 6h이므로 저녁 해가 질 무렵에 남중한다.
보름달은 달과 태양의 시간각이 12h이므로 저녁 해가 질 무렵에 동쪽 지평선에 뜬다.
하현달은 달과 태양의 시간각이 18h이므로 자정 무렵에 동쪽 지평선에 뜬다.

月沈沈夜三更 (달빛 어두운 삼경)
兩人事

(두 사람의 마음은)

兩人知

(두 사람만이 알겠지)

惠圓

(혜원)
삼경(三更):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셋째의 시각. 밤 열 한 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의 사이이다
일경(一更) 또는 초경(初更) 은 저녁 7시부터 9시, 이경(二更)은 9시부터 11시까지이다.
달의 모양은 음력 3-4일경의 모양으로 삼경(三更)에는 서쪽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이러한 달의 모양이 보일 수 없음.
실제로 그림과 같은 달을 관측했다면 부분일식 상태에서의 달로
월식은 보름달이 뜰 때 나타나므로 음력일자는 15일 경
삼경이라면 자정쯤으로 자정에는 남쪽하늘에서 달이 보일 것이고
달의 고도가 낮다면 여름철로 볼 수 있다.
신윤복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서울에서 관측 가능했던 부분월식은 1784년 8월 30일과

1793년 8월 21일 두 번의 부분일식이 있었으나 월식이 일어나더라도 기상현상 등에 의해 실제로 관측이 되
지 않을 수도 있어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을 통해 1784년에는 서울 지역에 3일 연속 비가 내려 월식을 관찰
할 수 없었고 1793년 8월 21일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다 그쳐서 월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 STEAM 수업지도안 3
프로그램명
적용학년/시기
관련과목

NIMBY

vs

PIMBY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 11월
국어, 과학

1. 주제 및 제작의도

환경 교육을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 결정과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 내려
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환경 쟁점은 이러한 환경 교육을 실현하
기 위한 주요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을 주고 이를 깊이 있게 사고하면서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
사결정을 내리고 실천적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면 진정한 환경교육이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교육에 있어서 쟁점 교육의 의미와 중
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효과
적인 활동이다.
본 수업은 환경 쟁점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환경 쟁점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통하여 공공의 환경 문제를 선택하고 분석하여 자신
의 입장을 선택하며 적절한 대안을 찾는 일련의 과정을 학생 중심 토론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한 논제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의견
대립은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의견 대립은 설득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해소될 수 있다. 이 때 설득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 설명하여 상
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은 논쟁의 수단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이와 같은 토론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경험, 사고
작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일정한 학습 성과에 도달하도록 도와
준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학습자 스스로 느끼고, 관

찰, 조사, 탐구 과정을 통하여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인식하며, 환

경 보존을 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 시사 자료는 환경 교육 내용과 연관된 우리 고장의 환경 쟁점 문제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인 환경 쟁점 문제까지 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환경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도록 설계한다.
과정 목표

○

-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시사 자료 및 도서를 투입하여 활용하

고 특히 활동지를 통하여 다양한 입장의 기사를 찾아보고 자기 입장을
정리하며 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 토론 수업의 효과가 지속적인 환경 실천이 되도록 유도하고 주변 환경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STEAM 과목 요소

○ : 생태 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
○ A：환경 문제의 심각성 인식, 말하기와 듣기의 바람직한 자세
S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지식채널 e’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지구의 환경파괴로 인한 온난화현상에

따른 인간파괴의 장면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가 기아의 실태와 그 원인들

을 아들과 대화로 나눈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책을 읽고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 상황을 직면한다. 즉, 사막화와 삼림파괴, 구호조직 활

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소는 배불리 먹으면서
사람은 굶는 모순된 현실’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읽는다. 이처럼 농업
에도 대량생산방식이 가능해지고, 의료기술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는데
도 제3세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본다.

- 환경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고장의 원자력 발전소 유치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NIMBY
○

vs

PIMBY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본다.

창의적 설계
- 산업화가 진행된 우리나라에서는 굶주림을 직접 체험할 일이 많지 않지

만, 우리의 식습관이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다. 나의 평소 식생활 습관과 경제에 대한 보편적 생각을 한 번 더 고민
해 본다. 또한 소와 돼지 등은 배불리 먹지만, 세계 곳곳의 인간은 식량
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이 현상이 세계적 차원의
문제지만 청소년 수준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발견해보자. 또한
토론수업을 통하여 논리적, 창의적 의견 전개를 익힌다.
○

감성적 체험

-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이 굶주리는 현상을 보며 측은지심의

인간본성을 찾아내고 인류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기른다. 아울
러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타인의 입장, 배
려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양상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

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과목

단원

소주제

학습내용
 세계환경의 문제를 살펴보자.
 환경이 살인범이 될까?
 굶주림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Co

나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파악할까?

참고도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환경으로 인한 상
황을 탐색해 본다.
Tip!

1차시

과학
국어

(1) 과학의 가치
(2) 글쓰기

환경의 파괴

CD

환경 파괴가 가져오는 문제점 분석하기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서 굶주림에 겪는 지구 반대
편 또래의 상황으로 이입하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도록 한다.
Tip!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 현재 환경적 문제점을 파악
하여 정확하게 나열해 보도록 한다.
ET

2차시

과학
국어

(1) 과학의 가치
(1) 시사토론
1618

NIMBY vs
PIMBY
토론

CD

자신이 처한 입장에 맞추어서 논리적 근거 및
타당성있는 주장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기

CD

찬반토론하기 - 삼척지역의 원자력발전소를 유
치하느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기

ET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문과 활동들을 통해
NIMBY vs PIMBY 현상에 감상문 작성하기

CD

지금까지 배운 자료들을 참고로 환경문제에 대
한 포스터 제작하기

CD

3차시

과학
국어
미술

(1) 과학의 가치 환경문제에 관한
(2) 예술적 표현 포스터 그리기

포스터 제작 후 발표하기

Tip!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에 가장 적절하
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찾아 문구와 도안을 탐색
하도록 한다.

ET

포스터 제작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6.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1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는가?

2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가?

3

환경파괴가 야기하는 문제가 잘 표현되었는가?

방법
개별학습활동지
토론전개활동관찰
포스터제작

7.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NIMBY

마무리
(15분)
지도상
의
유의점

(2) 글쓰기

교수 ․ 학습 활동

 환경문제 인식하기
Co 환경문제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본다.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본다.

․
․

CD

학습
활동
(60분)

1/3 차시

￭ 환경파괴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이해한다.
￭ 문제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글을 쓴다.
￭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 자신의 견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15분)

수업차시

(1) 과학의 가치

단원

학습
목표

PIMBY

국어, 과학

과목

교육
과정

vs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장 지글러의 책을 읽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본다.
도입 부분에서 보았던 동영상을 떠올리며 문제의 원인을
나열해 본다.

․
․

준비물

• 동영상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요
약본

CD

주어진 학습활동지를 작성하며 문제의 해결안 제시하기
선택된 울림통과 북편 재료를 장구용 줄을 이용하여 북으로
제작한다.

ET

전체적인 수업 내용에서 나온 환경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상
이야기하기

․

•학습활동지

동영상을 감상할 때 문제점을 인식하는 자세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국어, 과학

과목

(1) 환경과 에너지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학습
과정

도입
(15분)

마무리
(10분)
지도상
의
유의점

2/3 차시

(2) 토론하기

￭ 환경과 에너지와의 관계의 여러 양상을 이해한다.
￭ 토론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의 역량을 기른다.
￭ 지역사회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들을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인식하기
Co 우리고장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 문제에 관한 동영상을 본다.
NIMBY vs PIMBY에 관한 동영상을 본다.
 토론방법 익히기
토론에 관한 동영상을 본다.
토론진행방법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
․
․
․

CD

학습
활동
(65분)

수업차시

토론준비하기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사
항들을 조사한다.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찾아본다.

․
․

CD

토론하기
‘우리고장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찬반토론을 시작한다.

․

ET

토론에 참여한 후의 자신의 감상을 말한다.

토론할 때 시간을 지켜서 발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준비물

• 동영상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토론활동지

국어, 과학,미술

과목

(1) 과학의 가치

단원

수업차시

(2) 표현하기 (3) 디자인하기

교육
과정

￭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파악한다.
￭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
￭ 표현하기에 적당한 디자인을 만든다.

학습
목표

￭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 적절한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 자신의 의견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15분)

3/3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포스터 제작하기
Co 환경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는?
전 시간 활동한 자료를 분석한다.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상기한다.

․
․

준비물

• 전 시간
작성한
활동지들

•포스터 제작
학습
활동
(65분)

마무리
(10분)
지도상
의
유의점

CD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해결책을 디자인으로 변형한다.
적절한 문구를 사용한다.

․
․

ET

도구

•학습활동지

제작한 포스터를 보고 감상하기

모둠의 활동으로 포스터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할을 강조한다.

8. 교사용 수업자료
주제

활동 목표

환경의 파괴!

￭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 자신의 견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 학생 활동지 1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해결문제1

동영상과 장 지글러의 책을 바탕으로 다음 과제를 풀어봅시다.

1.

2. 위에서 얻은 공통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글을 써봅시다.

3. 문제해결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차시

1/3

NIMBY vs PIMPY

주제

활동 목표

차시

￭ 지역사회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들을 수 있다.
“우리고장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해야 한다? ”

해결문제2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만들어 본다.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제시한 주장을 적고 근거를 찾아 본다.

근거

근거

주장

주장

2.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을

㉠ 주장을 드러낸다.
㉡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 구체적인 예를 근거로 제시한다.

3. 문제해결 - 또 다른 예시(근거)를 찾아 넣어 볼까요?

정리해 본다.

2/3

주제

활동 목표

환경문제에 관한 포스터 그리기

￭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 적절한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 자신의 의견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반론 카드

해결문제3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정리하고 반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1. 상대방 주장과 그에 해당하는 근거를 적는다.

2.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적는다.

차시

3/3

※ 소감문 작성
오늘 학습에 대한 소감과 내가 느낀 나, 조원들이 느낀 나, 토론을 통해 느낀 나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
하여 적어봅시다.

※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1. 자기평가
자기 학습 평가
평청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5,매우 그렇다
평가내용

1)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2) 자신과 조원들의 장단점을 진솔하게 작성하였다.
3)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 수업 중의 모든 활동을 종합하여 나에 대한 분석글을 성실히 작성하였다.
5) 오늘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신감이 생겼다.

2. 동료평가
모둠원간의 평가
1. 모둠 활동 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잘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3. 모둠의 의견을 가장 잘 조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정척도

< 읽기 자료 >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기아의 실상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10월 로마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
했다.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A 부족으로 시력
을 상실한 사람이 3분에 1명꼴이며,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000만 명이 심각한 만성적 영양
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 기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2000년 이후 1,2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지금 인구의 2배인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먹여 살린다는 의미는 남녀노
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하고 살인적인 세계질서는 어떠한 사정에서 등장한 것일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까? 이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사회구조에 있다. 식량 자체는 풍부하게 있
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확보할 수단이 없다.
소는 배를 채우고, 사람은 굶는다?
전세계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4분의 1이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영양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
조로 굶어죽고 있다. 소들이 먹어치우는 곡물이 연간 50만 톤에 달한다.
조작되는 세계 곡물시장 가격과 버려지는 식량
세계시장에 비축된 식량의 가격이 종종 인위적으로 부풀려진다. 세계의 주요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시카
고 곡물거래소는 몇몇 금융자본가들, 앙드레 S.A.(스위스), 켄티넨털 그레인(미국), 카길 인터내셔널(미국),
루이 드레퓌스(프랑스)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부유한 나라들은 식량을 대량으로 폐기처분하거나, 법
률이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남반구에서는 식량이 없어 많은 사람들
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농산물 가격을 높이기 위해 이것이 유럽 등 선진국의 농업담당 집행위원회가
하는 일이란다.
기아에 관해 가르치지 않는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전쟁보다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기아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
다. 기아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수단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수업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뜬구름 잡는 식의 정서적인 대응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얼마전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한비야 씨가 네티즌들에게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드
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량생산을 늘여 굶주림을 없애야 한다고 답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아에 대한 인식인 것이다.
기아를 부추기는 아프리카에서의 전쟁
2000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인구는 세계 인구의 15%에도 못 미치지만 기아 인구의 25퍼센트 이상이 아프
리카에 집중되어있다. 1970년에서 1999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만 43차례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들 전쟁은
심각한 기아를 초래했다. 전쟁의 이유는 복잡하지만 인종간의 갈등, 다이아몬드나 금, 석유와 같은 토착자본

을 독점하고픈 욕망 등, 때로는 국제적인 금융 그룹이나 국제기업 등의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은밀히 그 지
역의 전쟁지도자에게 무기를 대주거나, 용병을 공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기도 한다. 이들 전쟁의 희생
양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이다.
북한의 기아 현실
북한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200만 명이상이 굶어죽었다. 1990년도에 비해 곡
물의 수확은 늘었지만, 취약한 토지소유 구조, 비료와 농기구의 부족, 만성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곡물생
산량이 최저 생계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80만 톤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확량이 인구의 최저 생계선을 15퍼센트쯤 밑돌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유니
세프와 FAO는 북한 아동의 영양 실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의 37퍼센트가 심각한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수유모의 30퍼센트가 영양
실조로 빈혈증세를 보여, 아이들에게 젖을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스위스의 네슬레와 아옌데의 비극
1970년 칠레의 인민전선은 101가지 행동강령을 발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
에게 하루 0.5리터의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칠레가 처한 높은 유아사망률과 어린이
영양실조라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절체절명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공약을 내건 아옌데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이 문제에 가장 곤란함을 느꼈던 것이 스위스의 다국적기업인 네슬레였다. 커피와 우유를 주
품목으로 하는 네슬레에게 칠레 정부가 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칠레에서의 성공
사례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로 번져갈 경우에는 더욱 큰 골칫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소아과 의사 출신인 아
옌데가 내건 이 공약이 벽에 부딪힌 것은 칠레의 농장을 장악한 네슬레가 1971년 협력거부 방침을 결정하
면서부터이다. 아옌데 정부는 네슬레에게 우유 구매를 요구하였으나, 이 요구는 거부당했다. 이때부터 아옌
데는 키신저를 비롯한 미국 정부와 네슬레를 축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고립되고, 결국 CIA와 결탁
한 군인들이 대통령궁을 습격하여 암살당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칠레의 어린이들은 다시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다.
아마존의 파괴와 사막화로 인한 기아
1991년 통계에 따르면 36억 헥타르의 땅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육지의 4분의 1,
경작이 가능한 건조지대의 약 70퍼센트나 된다. 사막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매년 약 600
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2는 원래 사막을 포함한 건조지대라서, 경
작이 가능한 건조지대의 73퍼센트 정도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 아시아는 어떨까? 역시 경작이 가능한 건조지역의 71퍼센트, 약 14억 헥타르에 걸쳐 사막화가 진행되
고 있다. 지중해 남쪽의 건조지대는 이미 그 3분의 2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약
10억의 인구가 가까운 장래에 사막화의 위협에 직면할 거라고 예측된다.
사막화와 농지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막화방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은
사막화방지 협약에 따라 파견하는 농업, 수리, 식물, 기후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사막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막화로 인해
수백만의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들을 도울 능력이 없음을 절감
한 유엔은 그들을 ‘환경난민’이라 부르게 되었어. 그런데 문제는 정치난민과 달라서, 그들은 국제사회가 정
한 ‘난민조약’(1951년)에 규정된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STEAM 수업지도안 4
프로그램명
적용학년/시기
관련과목

시지각을 활용한 인상주의 작품 만들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 11월
과학, 미술

1. 주제 및 제작의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Ⅳ단원 ‘정보통신과 신소재’에서 ‘정보의 발생과 활용’ 단원은 수많은 정
보의 발생과정과 의미를 알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이 단원을 학생들에게 기존의 주입식으로 지도하게 되면 지루하고, 외워야 하는 것으로 인식
하여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팀별로 스스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
게 되면 재미있는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의 발생’에서 시신경의 특징을 조사하여 사람이 빛을 인식하는 원리를 발표
해 보고 그림자의 생성 원리를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 2차시에서는 빛의 삼원색을 서로 혼합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를 만들어 빛의 혼합을 통해 빛의 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 빛의
혼합을 이용한 점묘화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빛의 혼합을 예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시각기의 구조나 특징을 배우고, 빛의 혼합을 외우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고, 간단한 실험 장치를 제작하고 예술 작품으로 제작해 봄으로써 시신경의 특징 및 빛의
혼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STEAM 교육 과정을 교과 내 수업시간에 적용하면서도 교과서에서의 수업 목표
를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과간의 교육과정 연계를 위하여 서로 다른 전공의 교사들의
co-teaching으로 STEAM 교육과정을 계획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전통적인 수업 방법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쉬운 내용이 아니다. 따
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내용을 찾아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이 아주 중요하다. STEAM 프로그램은 이 목적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내용에 관한 지식, 지식으로서의 성취 기준)

• 사람의 눈 - 시신경의 특징을 알고, 색깔을 인식하는 원리를 알 수 있다.
• 빛의 합성 및 그림자 생성 원리를 체험하며 빛의 3원색과 색의 3원색을 설명할 수 있다.
• 점묘화 제작을 통하여 색의 혼합 및 빛의 혼합을 이해할 수 있다.
○ 과정 목표(감성적 체험과 관련된 목표, 과정 지식)

• 팀원과 협력하여 시신경의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협동심 및 의사소통능력을 키

울 수 있다.

• 빛의 합성 및 그림자 생성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만들어 봄으로써 직접 체
험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섬세한 점묘화 작업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다.
• 예술 속에 등장하는 과학적 지식을 바로 알고, 표현의 느낌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S, T, E, A, M 각각과 관련되는 학습요소

○ S : 정보의 발생( 시신경의 특징, 빛의 3원색, 색의 3원색)
○ T/E : 빛의 합성 실험장치 제작, 그림자의 생성 원리 실험 장치 제작
○ A：점묘화 제작( 표현하기, 색 표현 )
4. STEAM 단계 요소
Co, Cd, ET 등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Frame)에 따른 요소 제시

○ 상황제시
• 그림자도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 여러 가지 빛과 색을 서로 섞으면 어떤 색깔로 보일까?
○ 창의적 설계

∙ 그림자 생성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한다.
∙ 빛의 합성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한다.
○ 감성적 체험

• 그림자의 생성 원리 및 빛의 합성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창의적으로 설

계해

볼 수 있다.

• 팀원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예술적 작품을 만들고 그 과정과 결과를 친구들과 공
수 있다.

유할

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과목

단원

소주제

학습내용

ⓈⓉⒺ 시신경의 특징 및 색그림자 만들기
Co
CD

ET

1차시

과학

색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도 있을까?
그림자의 생성 원리 탐구
색그림자 만들기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창의적인 색그림자 만들기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 팀원들이 협력하여 설계

Ⅳ-1
시신경이 다양한
정보의 발생과 색을 인식하는
Tip! 학생들이 토론활동과 직접 체험을 통해 그림
자의
활용
원리
생성원리를 알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고
안해 낼 수 있도록
한다.

ⓈⓉⒺⒶ 빛의 합성 실험장치 만들기
Co

빛의 3원색
CD

2차시

과학
미술

영상정보의
활용

빛의 합성
실험 장치
제작

ET

여러 가지 빛을 서로 섞으면 어떤 색으로 보일까?
빛의 합성 원리 탐구
빛의 합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 장치 설계 및 제작
창의적인 빛의 합성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 팀원들이 협력하여 설계 및 제작

학생들이 토론활동과 직접 체험을 통해 빛의
합성 원
리를 알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고안해 낼 수
있도록 한다.
Tip!

ⓈⓉⒶ점묘화 작품 제작 및 인상주의 작품 감상
3차시

미술

인상주의 미술
과학으로
따라잡기

색의 3원색
점묘화 작품
제작 및 감상

Co

점묘화 속에 들어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

CD

점묘화 작품 제작, 인상주의 화가 작품 제작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예술적 작품인 점묘화
제작하고, 과정과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ET

일까?
를

학생들의 작품을 공유하며 서로 존중하고 분석
과공
유를 통해 작품속의 과학적 원리를 찾아내
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Tip!

Ⓢ : Science 과학, Ⓣ : Technology 기술, Ⓔ : Engineering 공학, Ⓐ : Art 예술, Ⓜ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

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6.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 시신경이 다양한 색을 인식하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잘 탐색하고
1

과학적
탐색

설명하였는가?
• 빛의 3원색과 색의 3원색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방법

개별과제
(보고서)

• 색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
가?
2

창의적
• 빛의 합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창의적으로 설계하였
설계

가?

조별과제
(산출물)

• 역할 분담을 잘 하였는가?

3

감성적
• 점묘화를 제작하여 색채학과 광학이론을 이해하였는가?
체험

조별과제
(포트폴리오)

• 실험장치 설계 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였는가?
4

태도

• 실험장치 설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개별평가

• 실험 장치 설계 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관찰법)

• 실험장치 설계 및 점묘화 제작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가?

7.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그림자는 색깔이 있을까?
미술, 과학

과목

단원

교육
과정

미술 : 인상주의
과학 :

Ⅳ.정보통신과 신소재

수업차시

1/3 차시

Ⅳ-1. 정보의 발생과 활용

2009개정교육과정
미술 : 인상주의 발생 배경과 표현 특징
과학 : 제2부 과학과 문명 (4) 영상정보의 활용
시세포의 특징을 알고, 눈이 색을 인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1. 사람의 눈 - 시신경의 특징을 알고, 색깔을 인식하는 원리를 알 수 있다.

학습
목표

2. 색 그림자 만들기 실험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여 그림자의 생성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 실험장치를 만들어 봄으로써 직접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10분)

교수 학습 활동

ⓈⓉⒺ 시신경의 특징 및 색그림자 만들기
피터팬의 그림자는 무슨 색깔일까? 색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도 있을까?
http://yjh-phys.tistory.com/410
Co

발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상황을 제시하고,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흥
미를 유발한다.

CD

학습
활동
(35분)

마무리
(5분)

준비물

그림자의 생성 원리 탐구

색그림자 만들기 실험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여 그림자의 생성원리를
체험하도록 한다.
ET

창의적인 색그림자 만들기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주어진 실험도구를 활용하여 팀원들이 협력하여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색
그림자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T

동영상

팀별 과제 제시

학생활동지
그림자만들기
준비물(흰종이,
셀로판지,
테이프, 가위,
물체(필름통),
핸드폰)

빨간색 그림자를 만들어라!!
Tip!

지도상
의
유의점

• 학생들이 토론활동과 직접 체험을 통해 그림자의 생성원리를 알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고안해 낼
수 있도록 한다.
• 개별 또는 모둠으로 진행하며 협동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창의적 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한다.

텔레비전 화면은 어떻게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낼까?
미술, 과학

과목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미술 : 인상주의
과학 :

Ⅳ.정보통신과 신소재

수업차시

2/3 차시

Ⅳ-1. 정보의 발생과 활용

2009개정교육과정
미술 : 인상주의 발생 배경과 표현 특징
과학 : 제2부 과학과 문명 (4) 영상정보의 활용
시세포의 특징을 알고, 눈이 색을 인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1. 빛의 합성 실험장치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봄으로써, 빛의 3원색 및 빛의 합성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실험장치를 만들어 봄으로써 직접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 빛의 합성 실험장치 만들기
여러 가지 빛을 서로 섞으면 어떤 색으로 보일까?

Co

도입
(10분)

http://blog.daum.net/gadang2744/3251508
발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상황을 제시하고, 사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흥
미를 유발한다.

빛의 합성 원리 탐구
빛의 합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여 빛의 합성 원리를
체험하도록 한다.
CD

학습활
동
(35분)

창의적인 빛의 합성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ET

주어진 실험도구를 활용하여 팀원들이 협력하여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빛의
합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팀별 과제 제시

ET

마무리
(5분)

빛의 합성을 통하여 보라색 빛을 만들어라!!
조별 및 개별 실험활동의 결과를 학습활동지에 기록하고 실험결

사진자료

학생활동지
빛의합성실험장
치만들기
준비물(몰렉스케
이블,
몰렉스하우징,
LED(빨,녹,파),
저항, 건전지,
불투명한
요구르트병)

과를 공유한다.

Tip!

지도상
의
유의점

• 학생들이 토론활동과 직접 체험을 통해 빛의 합성 원리를 알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고안해 낼 수
있도록 한다.
• 개별 또는 모둠으로 진행하며 협동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창의적 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지각을 활용한 인상주의 작품 만들기
미술, 과학

과목

미술 : 인상주의

단원

교육
과정

과학 :

Ⅳ.정보통신과 신소재

수업차시

3/3 차시

Ⅳ-1. 정보의 발생과 활용

2009개정교육과정
미술 : 인상주의 발생 배경과 표현 특징
과학 : 제2부 과학과 문명 (4) 영상정보의 활용
시세포의 특징을 알고, 눈이 색을 인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1. 점묘화 제작을 통하여 색의 혼합 및 빛의 혼합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표

2. 섬세한 점묘화 작업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다.
3. 예술 속에 등장하는 과학적 지식을 바로 알고, 표현의 느낌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 점묘화 작품 제작 및 인상주의 작품 감상
Co

도입
(10분)

점묘화 속에 들어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속에 들어 있는 과학

적 원리에 대한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이끌어

낸다.

인상주의 작품

색의 3원색에 대한 질문과 강의

Co

색의 3원색과 빛의 3원색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사고
를 수렴한다.

학습활
동
(35분)

인상주의 미술의 작가와 특징 설명

CD

색모래를 이용한 점묘화 작품 제작, 인상주의 화가 작품 제작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예술적 작품인 점묘화를 제작하고, 과정과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ET

마무리
(5분)

지도상
의
유의점

CD

ppt
점묘화작품
제작준비물
(도화지, 색모래,
사진기)

제작된 점묘화를 친구들과 공유하며, 빛의 혼합 및 색의 혼합에
대해 정리한다.

ET

Tip!

•

학생들의 작품을 공유하며 서로 존중하고 분석과 공유를 통해 작품속의 과학적 원리를 찾
아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의적 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한다.

8. 교사용 수업자료
주제

활동 목표

그림자는 색깔이 있을까?

차시

1/3

￭사람의 눈 - 시신경의 특징을 알고, 색깔을 인식하는 원리를 알 수 있다.
￭색 그림자 만들기 실험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여 그림자의 생성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실험장치를 만들어 봄으로써 직접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피터팬의 그림자는 무슨 색깔일까? ◈
1. 그림자는 색을 가지고 있을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 색그림자 만들기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
1. 필름통의 표면에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색종이로 붙여서, 세 개의 색깔이 있는 물체를 준비한다.

2. 스마트폰의 플래시렌즈 앞에 색깔 셀로판지(빨강, 초록, 파랑)를 각각 잘라서 붙이

고, 플래시 라

이트를 켜서 컬러 광원을 준비한 뒤, 세 개의 색깔이 다른 필름통에 비춰본다.

3. 색깔이 다른 플레시를 켤 때 각 색깔의 물체의 그림자는 어떤 색깔로 보이는지 예상하고, 실제로 활동하

여 결과를 적어보자.
플래시 색깔
빨강
초록
파랑

빨강물체(예상/실제)

초록물체(예상/실제)

파랑물체(예상/실제)

주제

텔레비전 화면은 어떻게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낼까?

차시

2/3

￭빛의 합성 실험장치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봄으로써, 빛의 3원색 및 빛의 합성 원리를 이해하고
활동 목표

설명할 수 있다.

￭실험장치를 만들어 봄으로써 직접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빛의 합성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
1.

준비물: 백색플라스틱 병 (투명하지 않은 것), 고휘도 LED 3개 (빨강, 녹색, 파랑),
저항 470Ω (노랑-보라-갈색-금), 저항 680Ω (파랑-회색-갈색-금), 저항 1.5kΩ
(갈색-녹색-빨강-금),

몰렉스

하우징

(3핀짜리)

3개,

몰렉스

케이블

건전지, 4구건전지홀더, 니퍼

2. 과정 및 방법
가. 아래 그림을 잘 보고 몰렉스 케이블과 하우징을 조립한다. 세 개의 LED는 각각
빛의 삼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 빛을 방출하게 된다.

9개,

1.5v

나. 각각의 LED에 연결되는 저항 값이 서로 다르므로 조심해서 연결해야 한다.

다. 전원을 연결하여 빛이 들어오는가 확인한다.

라. 어두운 곳에서 요구르트 병에 빨강, 녹색, 파란색 LED를 모두 넣어보자. 세 가
지 빛을 모두 혼합하면 어떤 색깔이 될까?

마. 요구르트 병에 다음과 같이 LED를 넣어보고 각각 어떤 색깔로 보일까 생각해 보자.
빨강 + 녹색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녹색 + 파랑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랑 + 빨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빨강

녹색

파랑

빨+녹
(노랑)

녹+파
(청록)

파+빨
(보라)

빨+녹+파
(흰색)

시지각을 활용한 인상주의 작품 만들기

주제

활동 목표

차시

3/3

￭점묘화 제작을 통하여 색의 혼합 및 빛의 혼합을 이해할 수 있다.
￭섬세한 점묘화 작업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예술 속에 등장하는 과학적 지식을 바로 알고, 표현의 느낌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 시지각을 활용한 인상주의 작품 만들기 ◈
- 색모래를 이용한 점묘화를 제작하고, 모둠별로 작품을 공유하여 봅시다.

◈ 빛의 합성 ◈
1. 빛의 삼원색 : 빨강, 녹색, 파랑의 빛
=> 빛의 삼원색을 합성하면 백색광이 된다.
2. 보색 : 빨강과 하늘색을 합성하면 흰색이 되고, 파랑과 노란색을 합성해도 흰색이

되는데 이런 색의 관계를 보색이라 한다.
3. 빛은 혼합할수록 밝아진다.
=>빛의 삼원색을 적절히 혼합하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만들 수 있다.
4. 여러 가지 색깔의 빛 합성

ㄱ . 빨간빛 + 파란빛 + 초록빛 = 흰색
ㄴ . 빨간빛 + 초록빛 = 노란색
ㄷ . 빨간빛 + 파란빛 = 다홍색
ㄹ . 파란빛 + 초록빛 = 청록색

5. 빛의 합성을 이용한 것
-무대 조명은 빛의 삼원색으로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만들어 낸다.
-카멜레온은 표피의 서로 다른 색깔의 점을 축소, 확대시켜 표피의 색을 바꾼다.
-컬러모니터는 빨강, 녹색, 파랑의 세 가지 색의 빛으로 모든 색을 나타낸다. 컬러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을 자세히 보면 작은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형광체로서 텔레비전 에서 전자빔을 가속시켜 그
형광체에 맞추게 되면 형광체가 발광하여 우리는 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점들은 1mm보다 작은 간격으로 십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텔레비전을 켜면 화면에 나타난 점들의 일부는 빨간 점, 일부는 초록

점, 일부는 파란 점이 된다. 이를 떨어져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색깔들이 서로 혼합되어 다양한 색깔 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검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색깔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같은 세기로 모든 색깔이 나타나 게 하는 것이다.

◈

색의 합성

◈

1. 색의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
=>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물감을 합성하면 검은색이 된다.
2. 여러 가지 색깔의 합성

빨강+노랑=주황, 빨강+파랑=보라, 파랑+노랑=초록, 빨강 + 노랑 + 파랑 = 검정
3. 팽이에 의한 색합성 :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3가지 색이 칠해진 팽이를 돌려 보

거나, 7가지의 무지개 색으로 칠해진 색 판지를 돌려보면 색들의 중간 명도의 색으로 보이게 된다.

<색팽이>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

4. 점묘법

일반적인 그림은 색을 미리 섞어서 칠하지만 점묘법은 원색 그대로 작은 점을 찍
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텔레비전에서 색을 표현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다음 그림은 조르쥬 피에르 쇠라라는 작가가 그린 "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 라는 그림으로 쇠라하면 떠오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점
묘주의 완성을 이루는 그림이며 쇠라의 끈질긴 구성에 대한 연구와 노력으로 만들
어진 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셀로판지를 통과한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의
빛이 다시 합쳐지게 되면 본래 햇빛의 색인 흰색이 나타나게 된다.

◈ 읽기자료 - 쇠라, 점묘법의 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