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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자유학기 (주제선택) STEAM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본격적인 ‘융합형’ 교육을 통해 과도한 분과적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
든 학생들에게 현대 과학의 의미, 가치, 역할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완성도 높은 심화 교육을 통해 미

[목적 및 성격]

래 과학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합리적 인재를 양성해야 함을

개발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은 과학 중심 STEAM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문제 해결 할동과 활동 결과 나눔 활동으로 구성되고 마지막 차시에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여
배움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1
학년 학습 연계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과학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활동보다는 주제 중심의
활동으로 타 교과의 활동 영역을 연계한 기초적 융합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융합을 위한 억지스

제시하고 있다.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창의ㆍ인성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교과서, 교육방법, 평가
방법 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새로운 발상과 도전정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융합인
재교육(STEAM)을 통해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 탐구,
실험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립된 지식과 개념, 이론을 배우던 기존 과학교육을 넘어 지식을 왜 배

런 연계는 가급적 피하였다.

우는지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

[주제별 구성]
이 프로그램은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는 6~7차시와 평가로 이루어졌다. 차시별 교사

유학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에 자유학기제의

여건을 기반으로 한

교과내용과 연계한

용 지도안,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 참고자료로 구성되었다. 주제별로 상황제시-창의적설계- 감성체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을 통해 학습흥미와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문

험-진로탐색-평가의 흐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차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별로 융합 영역을 제

제해결 역량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하였다. 2주제(소리로 밝히는 세상) 에서는 1차시 도덕, 2차시 수학, 3~7차시 과학, 기술·가정와
같이 교과 중심 차시로 구성 사례도 제시하였다.

[운영방법]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STEAM 교육 활동의 확산 여건 마련
◦ 교육과정 연계 STEAM 교육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STEAM 교육에 적합한 과정중심 평가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일반 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주제 선택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은 주당 1시간으로 운영되고 있
어서 1차시 운영 시간 별로 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으나, 창의적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 2
차시를 블록 타임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차시를 수행해야 하거나 1차

나. 연구의 목적

시를 45분 안에 맞추어 운영할 필요는 없다. 각 학교의 운영시간과 지도교사의 역량, 학생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주제선책 운영에 있어서 융합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동

의 성향에 따라 4차시 중 1~3차시는 선택하거나, 활동 내용을 축소, 보완, 수정하여 적용하

기부여 및 자신감 부여, 자존감 찾기, 삶의 목표 갖기, 배려와 협력이라는 감성적 체험과 교과 학습 의

도록 한다.

욕을 갖게 하여 창의인성을 함양 시키는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진로 설계 활동에 도움

[기대효과]

을 주는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융합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과

첫째. 학생 선호 소재 활동 체험활동과 자유학기 활동과 교과연계 활동 연계로 즐기면서 배우는 교

2. 과학 학습을 너머 다른 (교과)영역의 웅합 교육 활동의 유의미성을 인식하고,
3. 과학의 발달과 우리 삶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예측해봄으로써 미래
자신의 진로를 창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 융합적 사고의 함양과 성취 감성적 체험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 및 학습태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셋째. 수업 적용 학생 성취도 평가 방법 개발 및 기재 예시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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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와 제한 점을 제시한다. 연구과제의 수행
은 향토지역 환경 속에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설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첫째. 자유학기제 과학과 주제선택 융합형 프로그램을 고안하며,
둘째. 창의적 설계와 체험중심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셋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되,
넷째. 학생들의 참여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 한다.

.

‘

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의 수행
1)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중점 사항
절차

성취기준분석

프로그램 기초설계

STEAM 모형 적용

평가루브릭작성

개발내용

중점사항

- 2015 성취기준 분석

-성취기준 세분화

- 핵심개념 및 지식 분석

-필수학습요소 반영

- 학습활동적용 소재 개발

-동기 유발 소재

- 활동안 제작 및 현장분석

-학습과 진로 연계

- STEAM 모형적용 변형

- 문제해결중심

- STEAM 개발

STEAM 모형화

- 학생평가 루브릭제작

- 과정중심평가모형

- 학생 평가 적용성 점검

- 피드백 활용 모형

-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현장 적용 분석

- 학생,교사 반응 정성적 분석
- 일반화 반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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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적용성 지향
- 수업과 유기적 관련

완료일

6월 30일

8월30일

9월 30일

10월 15일

가. 연구과제 분석 및 설계 (5월~6월)
. 기존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 방향 점검 및 협의 활동
. 연구 방법의 탐색 및 문헌 조사자료 정리
. STEAM 모형 탐색 및 이해 연수 활동
. 교육과정과 활동의 연계 방안 구체적 방안 강구
나. STEAM 융합 프로그램 구안 ( 7월-9월)
1) 융합 교육 활동 내용 선정
. 학습활동 적용 주제 관련 교육 자료 정보 수집
- 학생의 선호 주제 탐색
- 전문가 초청 협의 활동
. 자유학기제 교과 교육과정 연계 자료 구안
- 교과 교육과정 분석 내용과 연계 요소 추출
- 교과 연계 방법에 대한 자료 분석 및 방안 모색
- STEAM 프로그램 구성안 선정 및 제작
2) 과정 중심 평가 방안 모색
- 과정중심 평가 모델 분석
- 학생 평가 방안 모색
다. STEAM 융합 프로그램 제작 및 적용 ( 8월-9월)
1) STEAM 교육 자료 모형 구안
가) 연구모형 : 교과긴 연계 STEAM, 창의적 체험(진로)활동 STEAM, 동아리
나) 연구 내용
. 학생의 활동환경과 활동역량을 고려한 STEAM 교육자료
. 학습 연계 체험 중심 STEAM 교육자료
. 감성체험과 미래 설계 과정의 STEAM 교육자료
2) 프로그램 적용
가) Welcome STEAM –DAY 운영
. 대상 : 영광 관내 중학생 40명
. 일시 : 2018. 8. 13~ 15
. 장소 : 영광염산중학교
나) 성취와 협력 감성 기르기 활동(8월)
. 지역민, 학부모와 함께하는 STEAM 교실 활동지
. 지역문화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한 STEAM 교육 홍보 (학부모 초대)
라. 개발 프로그램 활용 과정중심 평가 방안 모색 (10월-11월)
1) 평가 루브릭 구안
2) 현장 적용성 검트
마. 개발 프로그램 평가 방안 모색 (10월-11월)
1) 연구프로그램 개발 성과 분석
2)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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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연구회 운영 및 수업 편성 사례

중학교 자유학기 STEAM 프로그램 및 평가

프로그램명
수행 결과

학교급

중학교

총 3개 프로그램 21차시

중심과목

과학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대상 학년(군)

1학년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학년] <과학>

2018.10. 1 . ~ 2018. 10. 30 .

수업 적용 일정

영광염산중학교외 4개교 120명
(6학급 2개교, 3학급 2개교 )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2개 학급(50명) 실시

사후검사

2개 학급(50명)

학생 태도검사

2개 학급(50명)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2018.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STEAM
프로그램
구분

도덕
국어
연계과목
연계과목
수학
성취기준 영역
기술가정
미술

8. 13. ~ 8. 15. 작은학교 STEAM캠프 운영

개발결과

2018. 10. . 교시(13:00~13:45) 수업공개
2018. 10. 27.~10.28 ‘STEAM 수업나눔’

논문 또는 학술대회

해당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가)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개발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은 과학 중심 STEAM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문제 해
결 할동과 활동 결과 나눔 활동으로 구성되고 마지막 차시에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여 배움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1학년 학습 연계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과학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활동보다는 주제 중심의 활동으로 타 교과
의 활동 영역을 연계한 기초적 융합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융합을 위한 억지스런 연계는 가급적
피하였다. 프로그램은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는 6~7차시와 평가로 이루어졌다. 차시
별 교사용 지도안,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 참고자료로 구성되었다. 주제별로 상황제시-창의적설계감성체험-진로탐색-평가의 흐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차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별로 융합 영
역을 제시하였다. 2주제(소리로 밝히는 세상) 에서는 1차시 도덕, 2차시 수학, 3~7차시 과학, 기

[중학교 1~3학년] <도덕영역>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중학교 1~3학년] <국어영역> 듣기·말하기
[중학교 1~3학년] <수학영역> 함수와그래프, 기하. 확률과통계
[중학교 1~3학년] <기술영역> 기술시스템,기술활용
[중학교 1-3학년] <예술영역> 표현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10

과학(4)+수학(0.5)+기술가정(4)+미술(0.5)+진로(1)

2

8

과학(2) 도덕(1)+수학(2)+(기술가정(1)+진로(1)

3

6

과학(2)+기술가정(2)+국어(1)+진로(1)

※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어 새로운 과제의 도전정신이 신장되었다.
적용결과 ※ 교과내용이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임을 인식하게 되어 학습동기가 발되었다
※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어 새로운 과제의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다.

나) 수업적용
① 적용 대상 : 중학교 1학년
② 적용 시기 : 자유학기 실시 학기 (2학기)
③ 적용 프로그램 : 개발 프로그램(3주제)
② 수업 적용 방법
1)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주제 선택과 일반 수업
2) 연구원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일반학급 5개교, 작은학교급 1개교
3) 학생 수업 분석 : 정성평가 (참관교사 및 동료교사)

술·가정와 같이 교과 중심 차시로 구성 사례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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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가) 프로그램 별 과정중심 평가를 위한 루브릭 제작

① 주제별 평가 루브릭을 작성한다. 학교 현장에서 다인수 구성 및 업무 과정으로 차시별

나. 연구의 결과
1)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예시)
차시

평가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주제 활동이 마무리 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단원)명

② 평가지는 동일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 학생.동료,교사의 동일 평가 기준을 활용함으로
서 과제 수행 후 학생들의 피드백 활동시 객관적인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지의 유형은 [학생/동료/교사 관찰 평가지]와 [프로젝트 평가지]로 개발한다.

/8

(일반학교 1개교(영광해룡중)

[동영상#2] 프리베리어 활동 사례

CD

[생각드러내기] 공동체 생활 속에서 프리베리어 활동 토의
내 꿈 비행

주제(단원)명

나) 성과 조사

: 학급내 학력차가 심한 작은학교와 일반 규모의 학급 2학교 선정

CD

ET

평가지]는 주제 내용보다는 프로젝트의 수행에 관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장애는 나와 무관할까? 후천성>? < 선천성

Co

[동영상#1] ‘통계로 세상을 치료하다’

CD

작은학교 1개교(영광염산중)

ET

② 현장적용 및 교사, 학생 반응의 정성적 분석

통계로 보는 장애 인식

Co

2~3
/8

장애가 불편하지 않는 세상

[동영상#1] 프리베리어 활동 소개

Co

1

④ [학생/동료/교사 관찰 평가지]는 지식(내용)과 태도를 주제별로 제시하고, [프로젝트

① 과학영역에 대한 TIMSS, TOSRA 설문 내용에 수학교과 내용 추가 설문

주요내용

통계로 세상보기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눈

주제(단원)명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 연구 성과의 질 평가를 위해 인터뷰/토의 중심 의견 수렴
: 학력차가 큰 작은 학교와 일반규모 학교의 현장 적용을 통한 지역 특성 고려 분석
: 협력학습활동을 기반으로 한 STEAM 활동에 대한 학교 급별 현장 적용도 분석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4

Co

/8

CD

소리가 들리는 과정

ET

[토의] 간이 청력 테스트

주제(단원)명

4)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① ‘Welcome STEAM’ 행사를 통해 STEAM 문화 왁산 (홍보영상물 잠조)

Co

/8

CD

(과제연구) 골전도 스피커 만들기

ET

[모둠 발표] 제작 발표

: 영광군 관내 5개교 40명 동아리 학생 대상 STEAM 수업 공개 (2018. 8. 13~15)
: 학부모, 교사 대상 STEAM 특강 추진 및 컨설팅 실시
② 공동연구원의 소속 학교의 적용 및 차년도 적용 발표 지속화
: 8개교 연구교사 학교 STEAM 교육 확산 선도 역할

마음을 전하는 뮤직시트

5

청각 장애에 대한 이해

주제(단원)명

[미션] 몸으로 듣는 소리

6~7

Co

/8

CD

착용이 가능한 골전도 스피커

ET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눈 세상 이야기 나눔

: 연구교사 학교 중심 수업 공개 및 컨설팅
③ 공동연구원 학교의 릴레이 STEAM 수업 나눔을 통한 개발 자료의 보급

미션 수행 안내

주제(단원)명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 전남 교과 연구회 활용 수업나놈 활동 (2018. 10.27~28 직무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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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

깔을 보는 남자 Neil

/8

CD

장애가 불편하지 않는 세상만드는 직업 탐색

ET

나의 생각 더하기_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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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2) 수업 적용 사례 결과 분석

가) 프로그램 별 과정중심 평가를 위한 루브릭 제작 (2주제 사례)

① 적용 대상 :
: 자유학기 대상 학년으로 STEAM 교육 적용이 유리함
: STEAM 교육의 정착을 위해 자유학기제 다른 학년 확산 필요

① 학습 목표와 평가지군을 활용하여 성취수준을 작성하였다.
② 자기평가/동료평가/관찰평가 항목을 일치하여 평가 결과에 다른 객관적 분석 데이터를

② 적용 시기 :
: 자유학기 실시 학기 (2학기)에 운영되어 교육과정에 적합함

확보하고 이에 기반 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 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

: 교과중심 융합형 교육으로 일반학기에도 적용 가능함

일 항목에 대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그리고 전문가인 교사의 평가와 비교 분석되어 짐

: 교과융합형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으로 인해 학생의 피드백 효과가 높아짐

③ 적용 프로그램 : 개발 프로그램(3주제)
: 1학년 자유학기 단원에 맞추어 있어서 운영이 잘됨
: 1주제의 경우 1학기와 2학기 내용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1학기에는 과학탐구 중심으로

③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활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자기/동료/관찰 평가와
프로젝트 평가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피드백의 내실화가 이루어졌다.
④ 성취수준과 평가표를 활용하여 학생 성장 피드백 자료 및 학생부 기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루어지고 개발프로그램은 2학기에 운영함으로써 학습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 2주제 성취수준 ]

되어야 함
: 요리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의 호응이 높고 관심이 많음, 진로가 과학과 기술과 연계
되어 있음을 인식시키는 데에 학생의 호응 주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었음

과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프리베리어 활동의 의미를 말할 수 있으며,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식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
능력과 심미적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소리가 들리
는 과정을 파동의 발생과 감각기관에서 뇌의 전달
로 설명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청각장애의 원인
을 분석할 수 있고, 골전도 스피커의 원리를 설명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션에 맞는 프리베
리어 유니버셜 디자인을 하믄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였다. 모둠 활동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
하고 발표 활동에서 다양한 전략으로 동료에게 설
명할 수 있다.

중

프리베리어 활동의 의미를 말할 수 있으며,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식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
능력과 심미적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소리가 들리
는 과정을 파동의 발생과 감각기관에서 뇌의 전달
로 설명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청각장애의 원인
을 분석할 수 있고, 골전도 스피커의 원리를 설명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션에 맞는 프리베
리어 유니버셜 디자인을 수행하였다. 모둠 활동에
서 아이디어 나눔과 발표 활동에서 적극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다..

하

프리베리어 의미를 알고,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론을 말할 수 있으며, 소리가 들리는 과정, 파동의
발생 과정을 말할 수 있으며, 골전도 스피커를 제작
하고 모둠 활동에서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② 수업 적용 분석
1)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주제 선택과 일반 수업
: 주제선택으로 운영시 운영에 자유롭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임
: 일반 수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배경 지식 학습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 진로와 연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과 연계하는 활동이 의미 있어 보임
2) 연구원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일반학급 5개교, 작은학교급 1개교
: 여러 권역의 교사와의 연구활동으로 STEAM교육의 지역 확산 효과적임
: 다인수 학급의 일반학교의 경우 작은 학교에 적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산출물 및 교육
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일어났고, 작은 학교의 적용의 경우 운영은 쉬었으나 학생간

프로그램
02

의 배경지식의 차와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의미있는 산출물을 얻기는 어려웠으나 수
행 과정에서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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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프로젝트

[ 2주제 평가지 ]

자기평가/ 동료평가/교사관찰평가

학년

반 번호
평가요소

이름

프로젝트 평가 (2주ㅖ)

모둠명 :

모둠명
평가

평가결과
잘함(상) 보통(중) 미흡(하)

평가 영역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평가항목

5

4

3

2

① 청각장애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이해하고 있다.
②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수행셜계

역할관리/시간관리/평가관리가
잘 설계되어 있는가?

수행과정

자기관리(책임감,시간지키기등)을
잘 하는가?

있다.
지식

③ 골전도 스피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④ 미션에 맞게 골전도 스피커를 다양한 용도로 할수
있다.
모둠별
평가
(25)

⑤ 청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⑥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태도를 가졌다

산출물

주제에 적합하고 융합적 사고
를 기반한 창의성을 보이는가?

발표

과학적 근거를 활용 발표하고
공감과 청중의 존종 전략을 사
용 하는가?

모둠별 협동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아이디
어 나눔에 적극적인가?

⑦ 토의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태도
⑧ 아이디어 나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⑨ 발표 준비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기 평가
종합평가

합계

항목별성취도(상,중,하) 빈도
지식
태도
종합평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모둠원(번호)
배울점/도움내용

동료평가 하기
모듬원 명
ooo
ooo
ooo
ooo
모둠원 명
000
000
000
000

⑥

항목별성취도(상,중,하)
⑦
⑧
⑨

종합평가

행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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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

중

상

합계

종합
평가
(50)
피드백 내용

17

자기평가점수(5)
개별
평가 동료평가점수(10)
(25)
체크리스트(10)

배울점/도움내용

교사 관찰평가_ 학생별 특징 기록하기

15

모둠별평가 점수
+개별평가 점수
상(40이상),
중(25이상),
하(2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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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이 길므로, 노력에 비해 성공정도가 적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 2주제 학생부 기록]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경우 자유학기의 주제선택과 일반 교과 수업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시행 후에는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 보였으며,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팀형 자유학기는 시수 확보로 인해 일반 교과와의 연계가 많아진다.

응답이 높아졌다. 이는 연구 활동의 구체적 진로 안내에의한 성과이며, 특히 시행

이에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교과학습 방달 상황에는 과학 핵심역량과 과학적 기
능을 기술(기울임체참조)하고, 자유학기 주제선택의 부분에는 2015 6개 영역의 미래 핵심
역량 중심을 추가하여 기록함으로서 교과목표와 스팀교육의 목표를 동시 수용할 수 있다.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과학)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파동의 발생과 감각기관에서 뇌의 전달로 설명

함. 청각장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관련하여 골전도 스피커의 원리를
교과학습발달상황
설명할 수 있음. 이를 기반으로 미션에 맞는 프리베리어 유니버셜 디자인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하믄 과정에서 문제인식과 자료의 수집 본석 및 해석 능력, 그리고 과학적 문

제 해결능력을 발휘함.
(스팀과학) 프리베리어 활동의 의미를 말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활

전에는 수학의 잘하고 못함의 여부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후에는 이에 벗
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행 전에는 수학 과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많았다.
시행 후에는 수업방법의 개선이 있으면 잘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특히 자
신들의 관심분야인 음식과 화장품을 이용한 학습활동이 매우 좋았다고 기술하였다.
(라) 과학과 수학의 중요성을 느끼는 학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학과 생물 분야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 재미없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시행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용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유학기
주제선택

정보처리능력과 공동체의 삶과 인격 존중에 대해 공감하는 등 심미적 역량

결론적으로 활동중심의 학습측면이 강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학생

을 발휘함.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파동의 발생과 감각기관에서 뇌의 전달로

들의 관심 분야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 학력 수준에 맞는 자료 개발이 투입된다면

설명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청각장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골전도 스
피커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션에 맞는 프리베리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하믄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함. 모둠 활동에 아이디어
나눔과 발표 활동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산출물 발표에서 모둠원
모두 다양한 설명 전략을 이용하여 공동체 및 의소소통 능력을 발휘함.

4)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가) 협력 조직 구성

나) 성과 분석

자문 및 협력 기관

융합인재교육(STEAM) 시행 후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 태도 등 정의적 영역과
학습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영역에 대한 TIMSS, TOSRA 설문 내용에 수학교과
내용을 추가하여 50명의 전교생에게 설문한 결과 높은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교과연구회

연구책임자

신원호(영광염산중)

영광자유학기교사연구회

․ 연구 책임 자

1

명

․ 공 동연 구 원

7

명

․ 자 문위 원

2 명

(해룡고윤00, 함평학다리고 김00)

(계
(가) 시행 전에는 과학, 수학에 약하며,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등 학습 자신감
이 낮음을 보여 주었다. 심지어 수업시간에 도무지 열중할 수 없고 학교 수업에 흥미
가 잘 생기지 않으며, 학습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행 후에는 학생들은 활동 중심의 학습으로 인해 지루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으
며 학습이 즐겁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려운 내용이 많아 힘들다는 학생도 상당수 있
었다. 즉, 어렵지만 흥미가 있다고 하였다.

(나) 시행 전에는 이공계 분야의 진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대체로 재능이 없어서, 전
문성이 필요해서 잘 할 자신이 없어서, 수학 과학을 못하므로, 성공하기 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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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발

9 명)

수업공개 및 확산 프로그램

연구원 : 정OO(창평중)
- 자료개발/ 결과분석처리

연구원: 김OO (광양마동중)
프로그램 적용/ 동부권지원

연구원 : 김OO(영광중)
- 자료검토 / 정보수집

연구원: 김OO (해룡중)
_ 프로그램 적용/ 서부권지원

연구원:서OO(영암낭주중)
-자료개발 / 정보수집

연구원: 조OO (금천중)
_ 프로그램 적용/ 중부권지원

연구원:최OO(장흥안양중)
-자료개발 / 설문조사 분석

- 14 -

나) 권역별 연구원 활용을 통한 STEAM 교육 문화 확산 협력활동
1) 동부권 : 김OO (광양마동중)

중부권 : 조OO (금천중) , 서부권

5) 교사연구회를 통해 참여 교사들의 STEAM 수업 역량 증가
김OO (해룡중)

◇ 권역별 스팀교육 확산을 현장 지원 선도역할

2) 지역 관내 학교 STEAM 교육 현장 지원 및 컨설팅 위원 위촉 인력풀 구성 및 선도

1) 일시 : 2018 . 8. 13 (월) ~ 15 (수)

3) 개발 자료의 권역별/ 학교급별 적용 및 정보 수집 (권열별 1개교 선정 운영)

2) 행사명 : 서부권 「 전남 Welcome STEAM –Day 」

4) 공동연구원의 협의회를 통한 융합적 역량 강화

3) 연구원활동 :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활동
(오전: 09:00 ~ 12:00/ 오후:13:00~16:00)

일시

장소

협의 내용

5~6월

원격

학교 현장 조사 및 선행구 분석
연구원별 연구활동 구상

영광

학교 현장 STEAM교육 현황 분석
관련 기관 의견 청휘 (장학사,교사)

참가인원

관련공문

연구교사

연구권
연구교사

7.21

7월~8월

원격

학교 현장 STEAM교육 현황 분석
프로그램 모델 구안 및 초안 구상

8.9~8.12

일산

창의축전 관람 및 협의
프로그램 개발 협의 구안

12

연구권

3

11

영광

워크숍 결과 정리 및 보완 계획
중간보고서 작성 및 평가자료 개발

8

8.31~9.1

나주

중간보고서 작성
STEAM개발 자료 현장 적용 수립

7

8.13~8.15

염산중

전남WELCOME STEAM 캠프운영

연구원

9월~10월

소속학교

소속 학교별 프로그램 수업 적용

연구원

10월~11월

염산중

연구회 성과 발표 및 차기 계획
프로그램 일반화 및 확산 협DMLL

연구원

8.29~8.30

목포

직위

성명

전라남도
교육청

장학관

천OO

미래 준비 역량 STEAM

영광중

교사

김OO

아두이노

영광해룡고

교사

윤OO

금성고

교사

이OO

광양마동중

교사

김OO

창의적 설계(과학/공학)

송지성학중

교사

양OO

문제탐색 및 설계(수학)

영광염산중

교사

신OO

문제탐색 및 설계(과학)

영광해룡중

교사

김OO

메이커 교육 실제

영광염산중

교사

장OO

산출물제작/안전지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생

조OO

구상과 제작 실습 (예술)

연구교사

현장 적용 의견 수렵 평가
초안개발 자료 발표 및 상호보완
중간보고서 작성 협의

8.25~26

소속

연구교사
과학문화확산실-1345

메키트로닉/코딩

연구교사

연구교사

염산중-5926(8.24)

내용

연구교사 지원 서부권 「 전남 Welcome STEAM –Day 」활동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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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과-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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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③ 지나친 교과별 융합 보다는 한 교과의 중심을 기반으로 융합적 요소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현
실적이다. 현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간 조정 또는 융합하는 것은 신발에 발을 맞추는 꼴이다.

본 연구 프로그램의 제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특별히 잘 맞은 신데렐라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억지스럽다., 따라서 교
과별 융합차원이 아닌 융합교육의 별고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가.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라. 교사연구회의 전체 회원 사이의 협력적 활동 내용
① 전남 STEAM 교육 현장 지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 현장의 STEAM교육 정착

[좋았던 점]
① 교사와 함께 수업이 재구성 활동과 수업활동을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변형하는 활동이 의

② 작은 학교 단위의 STEAM 교육의 인적 자원의 지원으로 작은 학교 현장 지원 활동
③ 연구원 소속 학교로의 STEAM 교육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교사의 관심도를 높이는

미가 있다.
② 학생 스스로 해결해나가고 완성도는 높지 않지만 자신만의 과제 해결 활동에 만족함을

지역 및 학교의 선도 역할 수행

마. 기타 사항 및 시사점

보여주었다.
③ 교과수업연계 활동으로 완전한 STEAM 모형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배움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인다.

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STEAM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함께 교과목의 특성이 강하여 실
제적으로 교사 교과 중심, 지식 중심의 교육방식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이에 교사 연구회는 교사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어려운 점]
① 프로그램 시범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협력활동 운영이 어렵다. 교실수업의 개선과 병

활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능력 향상 및 융합교육의 운영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사연구회의 지원의 확산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행 운영 시급
② 작은학교 투입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흥미를 넘
어 배움으로 전이시키기 쉽지 않다. 기본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2018. 8. 13 인터뷰)

② STEAM 교육과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각 교과의 핵심 개념이나 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
정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통합이 다학문적인 통합의 형태에만 그치고 있거나
일부 교과 중심의 소극적 융합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기존의 개
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의 재구성의 노력 또는 새로운 융합교과이 신설의 필요성

(긍정적 반응)

이 요구된다.

① 문제해결 활동이 어렵지만 나름대로의 성과에 대해 성취감이 느껴진다.
②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다른 팀과의 경쟁 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

(부정적 반응)

5. 참고문헌

① 협력활동이 쉽지 않았고, 전부가 참여하지 않아서 흥미가 없었다. 스팀수업은 활동이 많고
과제 수행 과정이 너무 많다.
②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무언가 하기 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어렵다.

다.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① 학습에 대한 기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 교육을 위한 스팀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
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STEAM 자료도 난이도별 제작 필요하다 (천천히 배움용, 심화 배

1. 조연순. (2001).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과 교과 지식의 융합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으로서의 문
제중심학습 (PBL) 고찰.
2. 김은길, & 김종훈. (2011).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STEAM 융합 교육과정 설계. 정보교육학회
논문지, 15(4), 551-560.
3. 한국창의재단. (2016).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북.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4.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STEAM 가이드북 '손에 잡히는 STEAM 교육' 서

움용등)
② 창작수준의 프로그램개발을 지양하고 보편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현장적용의 용이성 높여야 함.

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를 위해서는 억지스런 성취기준의 적용 지양

- 17 -

- 18 -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3주제 총 24 차시)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가. 1주제 : 나의 아름다운 꿈 비행

중학교 1학년 과학 자유학기제 STEAM 프로그램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10
2~3/10
4~5/10

1
주제

1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9 과 02-04] 기체 속의 물체에는 힘이 작용함을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학년]
[9 과 02-04] 기체 속의 물체에는 힘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어진 비행을 할 수 있다. 기술시스템

Co
CD
ET

인류의 비행 역사
내 꿈 비행 디자인

[생각나눔 발표] 내가 바꾸는 아름다운 세상

주제(단원)명

[9 과 02-04] 비행 원리를 기체 속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력의 탐구
베르누이 탐구 체험
(과제연구) 나만의 종이 비행기
(과제연구) 제작 비행기 품평

2~3

Co

/10

ET

4~5

Co

미션 수행 안내

/10

CD

미션수행 비행기 선정

CD

미션 수행

ET

동력글라이더 비행 시연

7/10

[9 과 04-04]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9/10

[9 과 04-04]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와 관련된 실생활 예를 찾을 수 있다.

10/10

[9 과 02-04] 기체 속의 물체에는 힘 관련된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 탐색을 통해 비 [중학교 1~3학년]
듣기말하기
행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말할 수 있다.

1/8

[9 도 03-03]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중학교 1~3학년]
가지는 등 세계 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9 수 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 듣기말하기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CD
ET

주제(단원)명

주제(단원)명
6
/10

4/8

[9 과 20-01] 귀 감각기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극의 종류에 따라 감각기
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5/8

[9 과 20-01] 귀 감각기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극의 종류에 따라 감각기
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중학교 1~3학년]

Co
CD
ET

[9 과 06-04] [9 과 20-01]소리의 특징과 감각기관의 뇌전달 과정을 이용하여 골
전고 스피커를 만들 수 있다.

기술활용

8/8

[9 과 06-04] [9 과 20-01]소리의 특징과 감각기관의 뇌전달 관련 다양한 직업 [중학교 1~3학년]
듣기말하기
세계를 탐색하고 필요한 역량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6

[9 과 15-01] [9 과 17-01] 열 이동 방법의 효율적 이용과 화학변화의 예를
일상생활(요리)에서 찾을 수 있다.

[중학교 1~3학년]
듣기말하기

[미션] 재난 구조 SOS 종이비행기를 본부에 안착시켜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탐구

(해보기) 실험으로 생각열기
탐구활동
탐구 결과 발표

주제(단원)명

6~7/8

통계로 보는 장애 인식

[중학교 1~3학년]
함수와 그래프
중학교 1~3학년]
듣기말하기
[중학교 1~3학년]
기술시스템

[9 과 04-04]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주재

/10

[중학교 1~3학년]
표현

6/10

2~3/8

내 꿈 비행 디자인

오줌싸개 인형 탐구

7

Co

/10

CD

(해보기) 실험으로 생각열기
동전 띄우기 미션수행

ET

나의 생각 더하기_ 과학원리 발표하기

주제(단원)명

[미션]

열기구 꿈 비행체 만들기

(해보기) 열기구의 역사 알아보기
미래 열기구
- 열기구의 미래 활용 방법 아이디어 모음

Co

8~9
/10

CD

나의 생각 더하기
- 미션 활동의 소감 발표

ET

3
주제

2~3/6

[9 과 15-01] 열의 이동 방법의 효율적 사용애 대해 토의할 수 있다.

4~5/6

[9 과 07-01] 일상생활(분자요리) 에서 화학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중학교 1~3학년]
기술활용

주제(단원)명
10

6/6

[9 과 07-01]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 직업에 필요 [중학교 1~3학년]
한 역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듣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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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
CD
ET

플라이트 홀릭

영화로 탐색하는 항공 진로
나의 아름다운 비행
내가 선택한 진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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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주제 : 소리로 밝히는 세상

다. 3주제 :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
/8

[동영상#2] 프리베리어 활동 사례
[생각드러내기] 공동체 생활 속에서 프리베리어 활동 토의

ET

주제(단원)명

Co
CD
ET

Co

[동영상#1] ‘통계로 세상을 치료하다’

CD

통계로 세상보기

2~3

Co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눈

/6

CD
CD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ET

4

Co

/8

CD

소리가 들리는 과정

ET

[토의] 간이 청력 테스트

/8

Co

/8

4~5
/6

청각 장애에 대한 이해
(과제연구) 골전도 스피커 만들기

ET

[모둠 발표] 제작 발표

Co

[미션] 몸으로 듣는 소리

Co

오늘의 아이스크림 튀김 레시피 품평

CD

(미션) 나는 분자요리의 스티브잡스~

분자요리의 세계
분자요리속의 과학

CD

새로운 분자요리 만들기

ET

오늘의 분자료이 레시피 품평
Chef. o o o .

미션 수행 안내
착용이 가능한 골전도 스피커

6

ET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눈 세상 이야기 나눔

/6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Co
CD
CD
ET

/8

아이스크림 튀김 속의 과학과 기술 찾기

아이스크림 튀김 도전

주제(단원)명

CD

주제(단원)명
8

(미션) 아이스크림 튀김 만들기

튀김요리 안전 지도

주제(단원)명

마음을 전하는 뮤직시트

CD

주제(단원)명
6~7

일상생활 요리 속에서 과학을 찾아보기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주제(단원)명
5

동영상을 이용하여 요리와 과학의 관련성 이해하기

주제(단원)명

장애는 나와 무관할까? 후천성>? < 선천성

주제(단원)명

맛있는 요리 속에서 과학 찾기 퀴즈

통계로 보는 장애 인식

Co

ET

요리 속에서 과학 찾기

1
/6

내 꿈 비행

주제(단원)명

/8

장애가 불편하지 않는 세상

주요내용

[동영상#1] 프리베리어 활동 소개

Co
CD
CD

2~3

차시

Co

깔을 보는 남자 Neil

CD

장애가 불편하지 않는 세상만드는 직업 탐색

ET

나의 생각 더하기_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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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인물 탐색
영화를 이용한 요리관련 직업 탐색
요리전문가와 과학
독서을 통한 진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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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3-1. 제 1주제_힘과 운동 연계 자유학기 STEAM 프로그램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 1 학년]
힘과운동, 물질의 변화

중심과목
성취기준

중학교/1 학년
[9 과 02-04]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힘)이 작용함을 알고.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을 측정할 수 있다.
[9 과 04-04]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mff
입자 모형으로 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실생활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S
T
E
A
M

개발 의도

나의 아름다운 꿈 비행

차시

1~10/10 차시

※ 기체속에 있는 물체의 빠르게에 따라 힘(양력)이 작용함을 알고, 비행원리를 기체속의
물체의 움직밈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기체의 온도아 부피 관계로 열기구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비행의 원리를 이용하여 미션을 수행할 수 읶다.
※ 관심있는 항공진로를 탐색하고, 관련된 준비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기술가정
[중학교 1~3학년] 기술시스템
미술
연계과목
[중학교 1~3학년] 표현
수학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2] 함수와 그래프
[중학교 1~3학년] 듣기말하기
국어
※ 기체속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양력,베르누이정리) , 열과 부피 관계
※ 비행 기술 시스템의 이해 (비행기구조와 원리, 열기구의 구조와 원리)
※ 미션수행 종이비행기 만들기, 미션 수행 열기구 제작하기
※ 대화[공감과 반응], 토의[문제 해결], 토론[논리적 반박], 매체 자료의 효과
※ 그래프를 활용한 정보 분석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창
의
적
설
계

※
※

※
※
※

실험

토의

조사

○

○

○

○

• 디자인용 페이퍼파일럿, 파스텔 (또는 12색 연필))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활동지QR코드)

- 인류의 비행역사와 우리나라 비행 역사
- 돌발 퀴즈

Tip!

제작품은학생들이 기
념으로소장할 수 있
도록조립형으로 구입

꿈 나누기

CD

내 꿈 비행 디자인
•디자인용
페이퍼파일럿
•파스텔(또는
12색 연필))

• [학생활동]
전개
( 25 분)

- 비행기 구조와 명칭 알기
- 비행기의 구조에 따른 특성 탐구하기
• [학생활동]

감
성
적
체
험

Tip! 학생들의 표
현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모델을 제시하
여 적극적 참여 유도

•(권장)스마트기기
ET 내 꿈 비행
정리
( 10 분) • [학생활동]
탐구 결과를 이용한 페이퍼 파일럿 시연 활동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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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연구

• 학생용 워크북(1), 자료검색 스마트기기(권장)

페이퍼 파일럿에 내 꿈 담기 (디자인)

[10] 차시
※ 비행 진로 탐색
※ 평가 및 피드백

견학

• 비행역사 자료,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 [학생활동]

상황 제시

[1] 차시
※ 비행의 역사
※ 인류의 꿈「비행」

강의

Co
인류의 비행 역사
• (영상시청)

옛 그리스 신화에는 "이카로스"라는 신의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인간에게 ‘비행’이라는 말
로 인간의 꿈과 동경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비행”이라는 융합주제 소재로 꿈 이야기를 풀
어나가면서 꿈 다짐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근의 우리 일상생활의 교통
수단으로써 항공 교통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2] 차시, [6~7] 차시
기체와 물체의 운동 탐구
기체의 온도와 부피 탐구
↧
[3] 차시, [8~9] 차시
미션 수행 종이비행기 제작
미션 수행 열기구 제작
미션수행 활동

• 인류의 비행역사와 우리나라 비행의 흐름을 말할 수 있다.
• 비행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기능을 탐구로 발견하여 시연할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도입
( 10 분)

1/10

내 꿈 비행 디자인

학습
과정

과학 힘과 운동 및 기체의 운동 영역에서 기체 속 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힘과 온도와 부피
변화에 의한 물체 운동의 변화 현상의 과학적 개넘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비행 기술 시스템에 대한
탐구와 미션 활동 수행 적합한 종이미행기와 간이 열기구를 제작하여 미션을 수행해봄으로서 창의적 역
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항공관련 직업 탐색을 통해 자유학기 진로 활동과 연계한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상
STEAM 황
학습준거 제
시

학습 목표

차시

나의 아름다운 꿈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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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비행기 구조
의 변화에 따른 비행
시연을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연에 어려움이 없
도록 한다.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비행의 과학 원리 탐구

• 비행기의 비행 원리를 베르누이 정리로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실험

토의

조사

○

○

○

○

견학

과제 연구

○

•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 비행 설명 모형 (그림 6) , (권장) 휴대송풍기
• 학생용 워크북(2) 휴대카메라(스마트폰 등), 큐알코드 검색기(스마트폰 등)
• 굵은 주름빨대, 스티로폼 구, 투명파이프 2개, 투명컵 2개, 테이프, 가위 , A4복사지
마분지(OR 엽서)
교수-학습 활동

Co
양력의 탐구
• [교사시범]
- 양력 시범 시연활동
- “베르누이 정리” 안내
도입 • [모둠토의]
( 15 분) - 비행기 이륙 위해 활주로가 필요한 이유 토의
- 비행기가 고속으로 날아가는 이유 토의
• [학생활동]
-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 찾기
- 비행 원리 설명하기

베르누이 탐구 체험
• [선택 탐구체험 1]
손 안대고 책 종이 들어올리기 체험 및 탐구
• [선택 탐구체험 2]
스티로폼 공 띄우기 체험 및 탐구
• [선택 탐구체험 3]
스티로폼 총 만들기 체험 및 탐구

ET

(과제연구) 나만의 종이 비행기 비행
• [모둠 과제연구]
- 영상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이비행기 만들기
- 모둠별 종이비행기를 제작하기

CD

학습자료 및
유의점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휴대카메라(스마트폰
등), 큐알코드 검색
기(스마트폰 등)
Tip!

발문활동으로 학생들
의 호기심을 자극한
다. 베르누이정리를
시연으로이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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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상황과 규정에 따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강의

실험

토의

○

○

조사

견학

과제 연구

○

• 미션운영계획서,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 학생용 워크북 (3)
• 미션 수행 종이 비행기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생용 워크북
휴대카메라(스마트폰
등), 큐알코드 검색
기(스마트폰 등)

미션 수행 안내
• (영상시청)

도입
( 15 분)

타워링 영화 홍보 영상 보고 재난 상황 인식하기
• [토의활동]
미션 상황 분석하여 미션 수행 계획 짜기

미션수행 비행기 선정
• [토의활동]

Tip!

미션 수행에 적합한 비행기 선정하기

사전 실험활동을 통
해 학생들에게 제작
시 유의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활동시간을
줄인다.

전개
( 60 분)
미션 수행
• [미션활동]

CD

Tip!

Tip!

미션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 미션 수행하기

학생들에게 비행기의
특성을 잘 관찰하고
이에 부합되는 이름
을 짓도록하여 관찰
력과 창의성을 높인
다.

ET

정리
( 15 분)

Tip!

발문활동으로 학생들
의 호기심을 자극한
다. 베르누이정리를
시연으로이해시킨다.

• 굵은 주름빨대, 스
티로폼 구, 투명파이
프 2개, 투명컵 2개,
테이프, 가위 , A4복
사지,마분지(OR엽서)

CD

Tip!

모둠원별 각자 다른
비행기제작하여 다양
한 비행기를 동시에
제작하도록 한다.

- 창의적 이름 붙이기

[미션] 재난 구조 SOS 종이비행기를 본부에 안착시켜라

Co

• 굵은 주름빨대, 스
티로폼 구, 투명파이
프 2개, 투명컵 2개,
테이프, 가위 , A4복
사지,마분지(OR엽서)
사전 실험활동을 통
해 학생들에게 제작
시 유의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활동시간을
줄인다.

4~5/10

• 주어진 상황에 맞는 종이비행기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발표할 수 있다.

•학생용 워크북

Tip!

- 제작 비행기 과학적 원리 설명하기

차시

나의 아름다운 꿈 비행

학습
과정

•(권장)스마트기기

(과제연구) 제작 비행기 품평
• [모둠 발표]

ET

정리
( 15 분)

2~3/10

• 비행기의 비행을 위해 빠른 속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과정

전개
( 60 분)

차시

나의 아름다운 꿈 비행

학생들에게 비행기의
특성을 잘 관찰하고
이에 부합되는 이름
을 짓도록하여 관찰
력과 창의성을 높인
다.

•(권장)스마트기기

동력글라이더 비행 시연

Tip!

• [교사활동]
동력 글라이더와 무동력 종이비행기의 비교 분석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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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별 각자 다른
비행기제작하여 다양
한 비행기를 동시에
제작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차시

나의 아름다운 꿈 비행

6/10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탐구
• 온도와 부피변화 관계를 그래프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 온도의 변화에 따른 기체의 운동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실험

토의

○

○

조사

견학

• 드라이아이스, 풍선, 페트병, 동전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 학생용 워크북(4),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과제 연구

학습자료 및
유의점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Co

도입
( 5 분)

Tip!

- 실험 중 피펫 속 액체 방울 빼내기
[ 피펫의 끝을 손가락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펫을 감싸 쥐면 액체가
빠져 나오는지 관찰하도록 한다]

CD

전개
( 30 분)

도입
( 5 분)

Tip!

• [학생활동]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탐구 결과 발표

나의 생각 더하기

정리
( 10 분) • [학생활동]
온도와 부피 관계 그래프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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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30 분)

조사

견학

과제 연구

○

• 학생용 워크북(5),

(해보기) 실험으로 생각열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드라이아이스
풍선
Tip!

- 드라이 아이스 속 풍선의 부피변화 생각 나누기

전시 학습 내용
과 연계하여 활
동하도록 유도한
다.

미션수행
• 페트병, 동전
오줌싸개 인형

• [학생활동]
페트병 위 동전을 띄워라

Tip!

• [학생활동]

• 활동자료

ET

그래프 분석 능력을
평가하되 주어진 자
료를활용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토의

○

• 드라이아이스, 풍선, 페트병, 동전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탐구과정을 숙지하
고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Tip!

실험

• [학생활동]

CD

• 피펫, 바이알,
비이커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탐구 실험

강의

- 과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말해보기

탐구활동

• [학생활동]

ET

사전 실험을 통
해
학습활동에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기체의 온도 변화와 부피변화 관계를 활용하여 오줌싸개 인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 피펫
• [학생활동]

7/10

오줌싸개 인형 탐구

학습
과정

(해보기) 실험으로 생각열기

차시

나의 아름다운 꿈 비행

학습 내용을 활용하
여 미션을 수행하도
록 한다.

오줌싸는 인형 원리 토의하기

• 설명채트

나의 생각 더하기

Tip!

정리
• [ 탐구 발표 ]
( 10 분)
- 페트병 위 동전 띄운 원리 발표
- 오줌 싸는 인형의 과학적 원리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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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답보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
하며 발표하도록 지
도한다.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미션]

8~9/10

열기구 꿈 비행체 만들기

• 기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열기구를 만들 수 있다.
• 열기구 비행이 원리를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실험

토의

조사

견학

과제 연구

○

○

• 가스버너, 열기구 안전망, 가는 철사, 니퍼,

• 학생용 워크북(6), 색도화지, 한지,

학습
과정

딱풀, 가위, 칼.

교수-학습 활동

(해보기) 열기구의 역사 알아보기

Co

차시

나의 아름다운 꿈 비행

학습자료 및
유의점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Tip!

• [모둠활동]
도입
( 15 분)
- 열기구의 원리 생각 나누기

전시 학습 내용
과 연계하여 활
동하도록 유도한
다.

• [미션소개]

플라이트 홀릭

• 관심 있는 항공 진로를 탐색하여 소개할 수 있다.
강의

실험

○

토의

조사

견학

과제 연구

○

○

○

○

• 읽기자료, 관련 도서, 활동지,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 학생용 워크북(4), 진로카드 , 자료검색 PC ( OR 큐알코드 검색 기기(스마트폰)) 등

교수-학습 활동

Co

10/10

• 항공분야 진로의 특성과 전망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학습
과정

• 열기구자료

차시

나의 아름다운 꿈 비행

학습자료 및
유의점

영화로 탐색하는 항공 진로
•영상

도입
( 5 분)

Tip!

• ( 영상시청 )

영화이므로 사전에
개별 또는 모둠별 감
상토록 안내한다.

• [학생활동]
“Happy Flight ” 영상 시청
영화 속에서 항공분야 진로 찾아내기

-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는 열기구 만들기

• 가스버너, 열기

미션수행
• [조사활동]
- 열기구 설계를 위한 기초 그림 그리기

CD

- 여러 열기구의 장잔점 분석하기 – 정보처리 하기
• [모둠활동]
전개
( 60 분)

- 설계에 의해 열기구 만들기
- 열기위 제작 과정에 과학과 공학 요인 고려하기
- 미션 수행하기

CD

미래 열기구

• [ 탐구 토의 ]

Tip!

열기구를 사용하므로
홰재에 안전한 활동
장소확보해야한다.
- 실외의 경우 바
람에 의한 안전문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 활동을 하되 사
전에 인하ㅗ물질 등
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을 위해 날기
기 활동을 할 때 모
듬별로 할 수 있도로
ㄱ한다.

CD

전개
( 30 분)

나의 아름다운 비행
• 워크북

• ( 독후활동 )
진로 독후감 작성 : 나의 항공진로 성공 스토리
• [학생활동]
내가 새롭게 창조하여 도전하는 이색 항공진로 설계

Tip!

사전에 독서활동 및
독후감 쓰기 활동에
대한 지도를 한다

Tip!

- 열기구의 미래 활용 방법 아이디어 모음

ET

구 안전망, 가는
철사, 니퍼,

문제점 발견과 개선
점 활동에 교사의 피
드백과 격려활동이
일어나도록 한다.

나의 생각 더하기

• [발표 ]
정리
( 15 분) - 미션 활동의 소감 발표

• 토의자료

•진로카드
ET

Tip!

내가 선택한 진로 탐색

정리
• [진로탐색]
( 10 분)
- 진로카드로 선택해 보는 나의 진로
-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준비 과정 발표하기

- 문제점 및 개선점 발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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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카드를 이용하여
만약 내가 이 직업을
갖는다면.. 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 중
자신이 선택할 직업
이 없다면 새로운 카
드에 자신의 직업을
적어본다.

2. 내 꿈 비행 디자인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4.1 프로그램 01 : 학생활동지

꼭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을 비행기에 표현하여

나의 아름다운 비행

내 꿈 비행 마스코트를 만들자.

가. 준비물 : 디자인용 페이퍼 파일럿. 파스텔 (또는 12색 연필)

모둠명 :

1. 내 꿈 비행 디자인

학년

반 번호

이름

나. 내 꿈 비행
1) 디자인용 페이퍼 파일럿을 준비한다.

1. (영상시청) 인류의 비행 역사
인류의 영원한 꿈 비행기는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며 편리한 교통수단이
기 이전에 인간에게 비행기는 ‘비행’이라는 말로 인간의 꿈과 동경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디자인용 페이퍼 파일럿
2) 다양한 글, 그림, 도안 등을 구상하여 비행기를 디자인한다.

비행의 꿈

그림 1
돌발 퀴즈! 누구일까?

하늘을 나는 기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선구주자는 르네상스시대의 만능 천재
로 알려진 이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팔과 다리로 날개를 퍼덕이며 나는 '날개
치기 비행기'와 나사못의 원리를 이용해 수직상승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의 설계
도 등을 고안해 냈다. 하지만 그 또한 실험에 머물렀을 뿐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 이 사람은

입니다.

미국의 이 사람은 오하이오 주의 데이톤에서 자전거점을 경영하면서, 기술자답

<출처 : http://www.robotscience.kr >

게 과학적으로 차근차근 작업을 진행하여. 세계 처음으로 자작비행기인 플라이어
호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였다.
• 이 사람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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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꿈 비행

나의 아름다운 비행

내 꿈을 적은 비행기를 이용하여 오래 멀리 날아가는 가장 멋진 비행을 설계하자
비행기의 주 날개의 각도의 각도와 승강타, 에일러론을 변화시키면서 비행의 특성

2.

을 관찰하자.

모둠명 :

비행의 과학 원리 탐구

학년

반 번호

이름

1. 비행 원리

(교사시범)

선생님이 보여주는 실험을 보고 비행기가 떠오르는 이유를 탐구해 보자.

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비행기다. 비행기의 날개는 윗면이 볼록하고
밑면이 평평한 모양이다. 볼록한 윗면을 타고 공기가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빠른 공기가 지나가는 날개의 윗면은 압력이 작아진다. 이 압력 차이 때문에 비행기 날
개는 위로 힘을 받아 뜬다. 이 힘을 ‘양력’이라고 한다. 이 힘의 발생 원리를 '베르누이
의 정리'라고 부른다.
① 주 날개 각도에 따른 비행 특성 탐구
• 주 날개 각도를

하면,

한다

② 에일러론의 좌우 높이 차와 방향에 따른 회전 방향 변화 탐구
•에일론을

하면,

한다

③ 승강타의 조절로 수직공간의 운동 변화 탐구
• 승강타를

하면,

한다

관찰 및 탐구 결과를 이용하여 멋진 비행기술을 시연하자.

시연1. 비행기가 책상 밑을 통과하여 상승하도록 비행시킨다.
시연2. 에일러론과 승강타를 이용하여 멋진 곡예비행을 시연한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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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르누이 탐구 체험
(영상시청) 비행기 이륙

[선택 탐구체험 1]

손 안대고 책 종이 들어올리기

두꺼운 마분지로 된 엽서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
는
또 다른 종이(빨대를 꽂은 엽서보다 큰 두꺼운 종이)를 클립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그리고
힘껏 빨대를 통해 공기를 불어 보자.
•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가 필요한 이유는?

• 준비물 :

활주로가 필요한 이유는

빨대, 접착테이프, 마분지(엽서, 두꺼운종이), A4 용지 (마분지보다 큰 것)

,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

• 비행기가 나는 속도는 무려 1000km/h 이상이다. 왜 이렇게 빨라야 할까?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보고 어떻게 비행기가 비행할 수 있을까?
•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을 골라 적어 보아라.
① 양력

② 중력

③ 항력

•

④ 추진력

⑤ 베르누이

• 빨대를 통해 힘껏 바람을 불면, 아래 종이(클립이 있는 종이)는 어떻게 될까?
□ 아래로 떨어진다.

이 아래로 작용한다.

② 비행기가 추진력을 사용하여 앞으로 진행하면
이러한 과학 원리를

• 빨대를 불면 종이가
발생한다.

이라한다.

된다.

• 왜냐하면,
엽서와 A4 종이 사이로 빨대를 통해 유입된 공기가
마분지 엽서와 A4 종이 사이 기압이

③ 비행기가 앞으로 진행하면,

④

속도로 이동하므로
된다.

• 그러므로

비행기 표면을 흐르는 공기에 의한 마찰력과 공기 저항으로 비행기 진행과
반대로

□ 기타:

이 현상을 모둠별로 토의하여 “ 베르누이 정리 ” 과학 원리로 설명해 보자

•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설명해 보자
① 지구가 비행기를 잡아당기는

□ 위 마문지에 달라붙는다.

이 작용한다.
이

빨대를 통해 공기가 배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4 종이는

보다 크면 비행기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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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선택 탐구체험 2]

스티로폼 공 띄우기

빨대를 불어보자. 스티로폼 구을 공중에서 정지해 있도록 띄울 수 있을까?

준비물 :

주름 빨대 2종, 스티로폼 구

[선택 탐구체험 3]

빨대를 불어보자. 스티로폼 구을 다른 컵으로 보낼 수 있을까?
준비물 : 투명한 파이프, 빨대 2종, 스티로폼 구, 투명 컵, 테이프, 가위.
( 스티로폼 구는 투명한 파이프에 들어 갈 수 있는 크기)

① 굵은 빨대의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 네 갈래로 만든다.
② 잘라낸 빨대 갈래를 살짝 접어 분수 형으로 만든다.
③ 빨대 위에 스티로폼 공을 올려놓고 입으로 불어 보자.
④ 빨대 위에 탁구공을 올려놓고 입으로 불어 보자.

스티로폼 발사 총 만들기

① 주름 빨대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투명관을 “ㄱ” 자형으로 연결한다.
② 아래 투명관을 스티로폼 구가 있는 통에 넣은 후, 다른 투명관을 불어본다
③ 투명관을 부는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아래 투명 관에 스티로폼 구 총알을
장전한다.
④ 두 투명관의 각도를 조절하여 발사 시켜본다.

잘라낸 빨대 한 쪽을 갈래를 살짝 접어 분수 형으로 만든다.

그림 6 스티로폼구나 탁구공을 공중에 떠있게 한다.
• (게임) 누가 오래 그리고 높이 띄울 수 있는지 모둠별 대표를 뽑아 시합해 보자.
• 스티로폼 공이 공중에 떠일 수 있는 이유를 모둠별로 토의하여 설명도식을 그려 설명하시오

그림 7

참사이언스 http://charmscience.co.kr

스티로폼 구가 날아가는 거리와 관계 있는 요인을 찾으면?
□ 투명관 사이 각도

□ 부는 세기

□ 스티로폼 수 □ 기타

(시연) 주어진 시간에 투명관의 스티로폼구를 빨대로 불어 다른 컵에 넣어보자.

- 37 -

- 38 -

3. (모둠과제연구) 종이비행기 비행

나의 아름다운 비행
종이비행기에서도 이러한 조종면 기능을 구현하면, 조종이 가능한 종이비행
기를 만들어 보자. 제시 영상을 보고 다양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모둠명 :

3. 응급구조 비행미션

학년

반 번호

이름

① 모둠끼리 정하여 서로 다른 종이비행기를 영상을 보고 만든다.
② 각자 만든 종이비행기의 종이비행기를 날려보자.
③ 각자 만든
④

1. 미션 수행 안내

종이 비행의 특성을 관찰하고 특성을 적는다.

비행기의 특성이 드러나는 비행기 이름을 적는다.

※ 제시된 종이비행기가 아닌 나만의 비행기를 만들어도 된다.

구조 본부에 SOS 종이비행기를 날려라

①

②

비행기 이름 :

비행기 이름 :

비행기의 특성 :

비행기의 특성 :

지진으로 전력이 끊어져 높은 건물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곳에는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환자는
특이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서 응급구조대가 필요한 혈액을 가져오지 않으
면 목숨이 위험하다, 전기와 무선의 차단으로 일체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아래 쪽 응급구조 본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논의 끝에 종이비
행기를 만들어 이 상황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구조본부까지는 100m 정도이고, 중간에 장애물인 다리를 지나야 한다.

③

④

비행기 이름 :

비행기 이름 :

비행기의 특성 :

비행기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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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상황
1, 가장 오래 멀리 날아야 한다.
2. 다리를 밑을 통과해 날아가야 한다.
3. 30m 떨어진 목적지(표시 원안) 에 도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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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션 수행 비행기 선정

4. (추가) 동력글라이드 비행 시연

모둠별로 만든 종이비행기 중 미션을 수행 할 비행기를 선정 하여라.
우리가 선정한 비행기는

비행기입니다.

(교사시연)
선생님의 동력글라이드와 종이비행기 시연을 보고 탐구해 보자.

미션 수행 SOS 비행기로 선정한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3. 미션 수행

• 전동글라이더와 종이비행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미션을 수행하여라.
가. 장소 : 강당 ( 강당이 없는 곳은 교실 활용)

전동글라이더와 종이비행기의 차이점은

입니다.

• 전동글라이더와 종이비행기 중 어느 것이 더 멀리 비행 하는가 ?

나. 대회 규칙

가

1) 모둠에서 만든 종이비행기 중 가장 미션수행에 적합한 비행기를 선택한다.
2) 1회전은 모둠에서 가장 오래 멀리 가는가로 승패를 결정한다.
3) 2회전은 교탁에서 3발짝 떨어진 곳에 빈 책상을 하나 두고 책상아래를 통과
하여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 가로 승패를 결정한다.

보다

더 멀리 비행한다.

• 추진력이 항공기 비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추진력을 일으키는 것은

입니다.

추진력이 있으면 비행기의

이 오래 지속된다.

3) 3회전은 목적지에 가장 가까이 도착하는 가로 승패를 결정한다.

비행기의

이 오래 지속되면

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4) 1,2, 3 회전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정한다.

그러므로 추진력이 있는 동력항공기가 추진력이 없는 종이비행기보디
한다.

다. 운영방법 (교실 사용의 경우)
1) 날개에 반 번호 모둠별, 그리고 비행기 이름을 표시한다.
2) 교실 책상을 좌우로 밀착시켜 가운데 통로를 만든다.
3) 좌우 책상에 부딪치면 그곳까지 날아간 것으로 한다.

(과제연구)
종이비행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까? 영상을 보고, 나만의 멋진 컨트롤러 종이비행기를
설계해 보시오.

5) 뒷면 게시판에 충돌하는 경우 더 높은 곳에 충돌한 비행기가 우승하는 것으로 한다.
6) 날릴 수 있는 기회는 2번으로 하며, 날리는 순서는 1차 시도는 번호순으로,
2차 시도는 번호 역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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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결과]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모둠명 :

4. 온도의 증가에 따른 기체의 운동

학년

반 번호

이름

1. 피펫 속 색소 방울의 위치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온도가 낮아지면서 피펫 속 색소 방울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가?

3. 온도 변화에 따른 피펫 안 공기의 높이를 다음
표에 기록해 보자.

1. 실험으로 시작하는 생각열기
※오른쪽 그림은 피펫 속에 남아 있는 액체 방울을 빼내기 위해
피펫의 끝을 손가락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펫을 감싸 쥐면 액

온도(℃)

50

45

40

35

30

피펫의 눈금

체가 빠져 나온다.
1. 피펫 내부의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2.

4. 온도를 가로축, 피펫 안 공기의 높이를 세로축으

피펫 내부의 공기 분자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3. 피펫 내부의 공기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로 하여 그래프로 그려 보자.

5. 온도와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2.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3. 온도와 부피 그래프를 통한 기체 입자의 운동
[탐구과정]

[읽기 자료]

1. 바이알에 피펫을 고정시키는데, 바이알과 피펫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실리콘 튜브를 끼운다.

온도에 따른 피펫 속 공기의 부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증가

2. 그림과 같이 60℃ 정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피펫을 끼운 바이알을 넣고 온도계를 장치한다.

하는 직선이 나타난다. 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

3. 피펫 끝에 색소를 탄 글리세롤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에, 50℃가 되면 피펫 속 색소의 높이

을 의미한다. 1787 년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Charles, J. A. C.; 1746~1823)은 실험을 통

를 읽기 시작하여서 온도가 5℃ 낮아질 때마다 피펫의 눈금을 기록한다.

해‘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
을 밝혔다. 따라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이 법칙을 샤를 법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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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하기]
1. 온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입자 간의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

충돌횟수는 어떻게 될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

2. 온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분자 수와 외부압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모둠명 :

온도와 기체의 부피
3. 위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시오.

학년

반 번호

이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
용기의 벽면에 작용하는 힘이 (

) 그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

기체의 온도와 부피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이 법칙을 (

).

)(이)라고 한다.

1. 실험으로 시작하는 생각열기
※ 드라이 아이스 속에 부푼 고무풍선을 넣고 고무풍선을 관찰한다.

4.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찾아보자.

4. 배움 확인
1. 문제로서 배움을 확인해 볼까요? 다음 물음에 가정 적합한 답을 적는다.
2. 궁것질(궁금한 것 질문하기)도 해 보세요
1. 다음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분자운동을 분자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

]을 채우시오.
1. 드라이 아이스에 커다란 고무풍선을 넣으면 고무풍선은 어떻게 변할까?
2. 다시 상온에 두면 고무풍선을 어떻게 변할까?

3. 온도와 고무풍선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2. 해보기로 생각더하기
※ 냉장고에 두었던 빈 유리병의 입구에 물을 묻힌 동전을 올려놓고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그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

).

손으로 유리병을 감싸 쥔다.
1. 유리병 위의 동전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를 기체의 분자
운동으로 설명해 보자.

3. 툴민 4단계로 증발현상 정리하기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의 변화는 [
왜냐하면 [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
그러므로

] 이다.

]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의 변화는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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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줌싸는 인형을 통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4. 배움 확인
1. 문제로서 배움을 확인해 볼까요? 다음 물음에 가정 적합한 답을 적는다.

[탐구과정]
1. 오줌싸개 인형을 뜨거운 물에 담근 후 기포가 모두 빠지면
꺼낸다.

2. 궁것질 (궁금한 것 질문하기)도 해 보세요
1. 다음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샤를의 법칙과 관련되는 현상들이다. 옳은 것은 ○, 옳지 않

2. 꺼낸 인형을 바로 찬물에 1 분정도 담근 후 꺼낸다.

은 것은 × 를 하시오.

3. 인형을 수조에 넣고 인형의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결과정리]

(1) 여름철에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적게 넣는다.

(

)

(2) 냄비에 옥수수 알을 넣고 가열하면 팝콘이 된다.

(

)

(3) 펌프 식 보온병 꼭지를 누르면 물이 나온다.

(

)

1. 따뜻한 물에 담갔을 때 변화를 관찰하여 보자.
2. 툴민 4단계로 증발현상 정리하기
2. 따뜻한 물에 담갔을 때 인형 속의 기체의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해 보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질 때 기체 입자의 움직임은 [
왜냐하면 [
예를들어 [
그러므로

처음 인형 내부의 공기

따뜻한 물 속의 인형

입자

내부의 공기 입자

]
온도가 높아질 때 기체 입자의 움직임은 [

3. 찬물에 담갔을 때 변화를 관찰해 보자.
4. 찬 물에 담갔을 때 인형 속의 기체의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해 보자.

따뜻한 물 속의 인형

찬물에 담갔을 때 인형

내부의 공기 입자

내부의 공기 입자

5.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인형속의 공기 입자의 모습을 그려보고 오줌을 싸는 원리를 설명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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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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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열기구 원리 생각해 보기

제난 극복 통신 열기구 만들기

모둠명 :

열기구 비행선 제작하기

학년

반 번호

[생각하기]

이름

1. 미션 수행 안내

통신장애 극복 열기구
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은 오지이거나 가난한 나라이다. 이런 지역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통신사업자들은 잠
재적 고객을 확대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지역은 투자에 비해 사업성이 없
다. 구글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비용 투자를 하지 않고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신장비를 실은 열기구 같은 것을 생각해냈다.
구글은 직경 15미터의 풍선에 통신 장비를 실었다. 이 풍선은 지상 2만 킬
로미터 성층권에 머물면서 일종의 통신 위성 역할을 한다.

인
1. 열기구의 그림을 보고 각각의 역할을 토의해 보자.

재난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급히 재난 지역과 무선통신을
할 수 있도록 재냔 지역 상공에 통신 중계 풍선을 설치해야 한다. 아래 미
션 상황에 적합하도록 공중에 열기구 풍선을 띄워라

2. 열기구의 원리를 설명하여 보자.

[미션]
1, 가장 오래 오래 동안 공중에 있어야 한다.
2. 열기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작 한다.
[준비물]
색화지, 한지, 고체연료, 열기구 안전망, 가는 철사, 니퍼, 딱풀, 가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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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기구 설계하기

나의 아름다운 비행

1 나만의 열기구를 그림으로 설계해 보자,(각각의 명칭과 기능을 기입한다)

모둠명 :

6플라이트 홀릭

학년

반 번호

이름

1. 영화로 탐색하는 항공 진로

(영상) Happy Flight 속에서 찾는 항공분야 직업

<해피 플라이트>는 ‘리얼 비행 버라이어티 코미디’영화이
2. 내가 설계 한 열기구를 모둠원끼리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토의해 보자

다. 거대한 비행기를 배경으로, 비행에 관여하는 모든 등장
인물들의 고군분투 활약상이 그려진다. 이는 마치 ‘무한도전’

가.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면 공기의 부피가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이 보여주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향연과 불굴의 도전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무한도전’이 기발한 도전을 통해 각 캐릭터
들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웃음을 선사하는 것처럼

나. 제작한 열기구가 계속 공중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피 플라이트>는 너무나 생생한 비행현장 속을 보여준다.
•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속에서 다양한 항공분야 직업을
찾아보아라.

다,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해서 열기구를 어떻게 변형해야 할까?

•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항공분야 직업은? 3개 이상 찾아보시오.

4. 미래의 열기구
미래 열기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토의해 보자.

①

입니다.

②

입니다.

③

입니다.

• 이 중에서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입니다.
•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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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만의 아름다운 비행

3. 다음은 항공분야 진로 카드이다. 이 중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
비해야 할지 조사 발표하시오.

항공 진로의 경험과 진로 안내 도서이다. 모둠별로 도서를 선정하여 읽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글, 그림 등) 표현하여 보자.
• 독후 느낌 표현 하기

나의 아름다운 비행
신지수.책으로여는세상
(2011)
• 조종실에서 바라본 세상,
그 특별한 이야기

• 나의 성공스토리 만들기
내가 설계한 새로운 항공진로

최초 여성기장
홍수인
① 비행기조정사

한서대 관제탑

삼성병원
③ 항공간호사

② 항공교통관제사

• 독후 느낌 표현 하기
스물아홉의 꿈
서른아홉의 비행
조은정.행성:B잎새(2013)
• 파일럿 조은정의 꿈을
이루는 법

• 나의 성공스토리 만들기
내가 설계한 새로운 항공진로

④ 은퇴없는 항공정비사

기타 :

기타 :

만약 내가 항공 분야 전문가가 된다면?
• 독후 느낌 표현 하기
플라이트 홀릭
한소연,니들북(2011)
• 하늘길에서 세상을
배우다 스튜어디스
1만 시간 비행의 기록

위의 직업 중 관심이 있는 직업을 선택해보자.
만약,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기타를 선택하여 적어보자.
내가 선택한 직업은

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알아보자.
• 나의 성공스토리 만들기
내가 설계한 새로운 항공진로

- 어떤 일을 하나요?
- 이 직업은 어떤 능력을 중요시 하나요?
- 이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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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 학생활동지 해설, 교사참고자료 등)
◆ 교사용 참고자료 (1차시)◆

한눈에 보는 초기 항공기 발달사

1. 우리나라 비행의 역사

한국인 최초의 비행사는 누구였을까요?
안창남이 바로 그 인물이다
1922년 12월 모국방문 기념비행을 해 한국인의 기개를 떨친 한국인 최초 비행사

그림 2 1923년 안창남
한국 최초 비행장은?
1916년 가을, 당시 경기도 시흥군 여의도에 육군 간이비행착륙장이 개설됐다

그림 4
2. 나의 꿈 비행 디자인

준비물 구입하기
1. 과학물품 판매 인터넷 몰 또는 일반 인터넷 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검색창에 “ 페
이퍼 파일럿” 또는 “종이비행기”을 입력하면 된다,
2. 디자인용으로 판매되는 물품이 별도로 있음을 유의한다.
3. 조립형과 접기형으로 판매되는데, 조립형으로 구입하여 학생들의 꿈 마스코트로 제
작하여 소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그림 3 1916 여의도 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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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름다운 꿈의 비행
종이 비행기 날리는 법
종이 비행기의 항공원리

• 발사를 위해 종이비행기를 잡을 때는 가능한 무게 중심 부분을 잡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비행기의 조종기능을 하는 것은 수평 꼬리날개에 달려 있는 ‘승강타’, 수직

종이비행기를 던질 때는 어깨높이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밀어 주는 기

꼬리날개에 달려 있는 ‘방향타’, 그리고 날개의 좌우측 끝 부분에 달려있는 ‘에일러론’

분으로 직선 방향으로 똑바로 던지는데, 던진다기보다는 놓아 준다는 기분으로

등이 있다. 비행기를 상승 또는 상하시키기 위해서는 조종사는 승강타를 사용하며 좌우

한다.

로 선회 할때는 방향타와 에일러론을 동시에 사용한다. 또한 곡예 비행을 할때는 이러한
조종면들은 복합적으로 동시에 사용한다.

수평 직진 비행 날리는 법
• 접기형 종이비행기
접기형 종이비행기는 동체 뒷부분에 있는 승강타가 유일한 조종면이다. 승강타를 적
종이비행기에서도 이러한 조종면 기능을 구현하면, 조종이 가능한 종이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종이비행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절한 각도로 조정함으로써 비행기가 완만한 경사각으로 최대거리를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상승 후 급강하 할 경우에는 승강타의 각도를 감소 시킨다.
② 바로 급강하하여 비행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승강타의 각도를 증가 시킨다 .
③ 정상 비행 접기형 종이비행기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기체의 좌우대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좌우로 경사지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러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좌우 승강타의 각도를 달리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

< 출처: 한국종이비행기협회 >

http://paperpilot.designod.co.kr/bbs/home/home/images/body33_img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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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비행 원리

• 조립형 종이비행기
조립형 종이비행기는 실제 항공기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강타,
방향타 및 에일러론을 모두 사용하여조종할수 있다. 먼저 승강타는 비행기가 필요로
하는 경사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조종면으로 조종 방법은 접기형 종이비행기와

• 승강타 : 수평 꼬리날개에 달려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강타에 의
해 발생한 모멘트는 비행기를 상승 또는 강하 자세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움직임을
피칭(Pitching)이라 한다.

같다. 에일러론은 비행기를 좌우로 경사지게 하는 조종면이므로 비행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① 상승 후 급강하 할 경우에는 승강타의 각도를 감소시킨다.
② 바로 급강하하여 비행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승강타의 각도를 증가시킨다
③ 접기형 종이비행기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기체의 좌우대칭이 이루어진 상황에
서는 좌우로 경사지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좌우 승강타의 각도를 달리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

• 방향타 : 수직 꼬리날개에 달려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향타에 의해 발
생한 모멘트는 비행기를 좌우로 선회시킨다. 이러한 움직임을 요잉(Yaeing)이라 한다.

• 에일러론 : 날개의 좌우측에 달려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반대 방
향으로 움직여 발생하는 좌우측 날개의 양력 차이로 인해 비행기 자세를 좌우로 경사
지게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롤링(Rolling) 이라 한다.

http://paperpilot.designod.co.kr/bbs/home/home/images/body33_img2.jpg

< 출처: 한국종이비행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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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의 단면
• 날개의 단면의 모양은 비행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저속 항공기의 날개 단면은 두꺼운 반면 고속 항공기의 날개 단면은 얇다. 종이비행기의 경
우에는 날개 단면의 두께는 없으나 위의 그림과 같이 구부러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
우에도 같은 원리에 의해 양력이 발생한다.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의 크기는 날개 단면의 형상에도 좌우되지만, 공기 흐름과의 상대적
인 각도(받음각)에 의해 달라진다. 즉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이 비례하여 커지는데, 이 때 항

페이퍼 파일럿 시뮬레이션 자료
솔리드 모델러의 Solid works에서 제공하는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시뮬레이션이
있다.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3D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몇 미터나 날아가는지, 테스트
해 볼수 있다. 비행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출처에
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력도 비례하여 커진다. 그러나 받음각이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항력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양력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을 '실속'이라고 한다. 실속은 항
공기 추락의 원이 된다.실속현상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를 '고양력
장치'라 한다. 고양력 장치는 항공기가 이착륙과 같은 느린 속도의 비행 조건 하에서 실속
을 방지하고 양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장치로는 플랩(Flap)과 슬랫
(Slat)이 있다.

양력 장치는 항공기가 이착륙과 같은 느린 속도의 비행 조건 하에서 실속을 방지하고 양
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장치로는 플랩(Flap)과 슬랫(Slat)이 있다.
플랩 : 플랩은 날개의 면적과 받음각을 증가시켜 추가적인 양력을 얻는 장치이다.

<출처

http://solidworkspilot.com/ >

이 장치는 항력도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착륙 단계에서만 주로 사용한다.
슬랫 : 슬랫은 날개의 곡면(Camber)을 증가시켜 양력을 증가시키는 장치이다
< 출처: 한국종이비행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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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자료 (2~3차시)◆
1. 비행원리 교사 시범활동

과학원리 : 베르누이 정리

제작방법 : 참고사이트 > 그림 6 그림 출처
https://www.karischool.re.kr/news/sky/bsview.asp?cn=510&no=740&page=1

종이 윗면의 공기 흐름이 아랫면보다 빨라지면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아랫면보다
낮아져 종이 하면의 압력 차이에 의해 뜨는 힘이 생긴다. 이 힘의 발생 원리를 '베르누
이의 정리'라고 부른다. 날개의 단면은 위 그림과 같이 아랫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윗

비행기가 뜨는 원동력은 유체 속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인 양력이다. 비행기
를 받치는 양력이 비행기를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커야 제대로 뜰 수 있다. 비행기 날개

면은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다.
날개 단면이 공기 흐름에 노출되면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공기 입자가 날개에 부딪

의 형태는 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선형으로 만들어졌다. 아래는 평평하고 윗면은 곡
선을 그리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위쪽이 아래쪽보다 길이가 길다.

히면서 하나는 날개 윗면으로 하나는 날개 아랫면으로 나뉘어 흐르다가 날개 끝에서

압력은 공기가 흐르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압력은 작아지

다시 만나게 된다. 이때 날개 윗면으로 흘러간 공기 입자는 같은 시간 아랫면으로 흘

고 반대로 공기의 흐름이 느리면 압력은 커지게 된다. 비행기 날개 위아래의 공기가 이

러간 공기입자보다 빠른 속도로 흘러감에 따라,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 날개 상하면

동하는 시간은 같지만 길이 차 때문에 위쪽 공기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진다. 공기의

에 압력 차이가 생가게 되어 위로 뜨는 힘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양력'이다.

흐름이 빨라지면 그 부분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날개를 밀어 올리게 된다. 이때 생기는 양력으로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
● 실험방법 및 원리
◦ 준 비 물
도화지, 튼튼한실 50~100cm, 테이프, 빨대, 송곳, 가위, 골판지 상자, 헤어드라이어
◦ 주의사항
① 너무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지 말 것. 종이가 무거우면 날개 모형이 잘 떠오르
지 않는다.
② A4 용지 두께의 얇은 종이를 사용하면 헤어드라이어 대신 입으로 불어서도
띄울 수 있다. 오래 불거나 너무 강하게 불면 현기증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
자.
③ 골판지 상자 대신 주변의 물체를 이용해 날개를 고정해도 된다.
◦ 실험방법
비행기 날개가 완전 평면이 될 수 없는 이유
◦ 실험 원리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는 원리를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한다. 실험에서
만든 날개 모형은 윗면이 볼록한 유선형이다. 접힌 면에서 갈라져 모형 위쪽과 아래
쪽으로 각각 흐르던 공기는 테이프를 붙인 면 뒤쪽에서 다시 합류하게 된다. 이때
이동해야 하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위쪽을 흐르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
진다. 속도가 빠른 모형 위쪽의 압력이 줄어들며 날개 모형이 떠오르게 된다.

<출처: 종이비행기협회커뮤니티 > 재미있는지식방>

베르누이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이 있다. 옷걸이나 긴 막대기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탁구공 두 개를 실로 매달아 놓자. 그 사이에 입으로 바람을 불
어 통과시키면 탁구공이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진다. 탁구공 사이는 공
기 속력이 빨라져 압력이 감소하면서 양쪽에서 힘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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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르누이 정리를 학습하는 놀이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

공 띄우기
• 빨대 이용하는 법

빨대 위에 스티로폼 공을 올려놓고 공기를 불어올리면 스티로폼 공은 위로 떠오르게 된
다. 빨대 위의 스티로폼 공은 빨대에서 올라오는 많은 양의 공기와 부딪쳐 위로 밀려올라
가지만, 올라오는 공기가 스티로폼 공의 바깥쪽으로 계속 빠른 속력으로 흐르기 때문에 안
으로 밀려들어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 된다.
공의 위쪽에 있는 빈 공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공기는
계속해서 빠르게 흐릅니다. 공 옆을 빠르게 흐르는 공기의 밀리는 힘을 받게 되고, 이 공
기의 흐름이 공의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지므로 결국 공은 그 흐름에 속에 갇히게 된다.
빨대 위에 탁구공을 띄우기에는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헤어 드라이어기를 사용한다면
양력 : 비행기가 중력을 이겨 내고 하늘로 뜨게 하는 힘으로, 비행기의 날개에서 발생
중력 : 지구 중력에 의해 지표면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만유인력)

쉽게 띄울 수 있다. 연습이 필요하다.

항력 : 비행기 표면을 흐르는 공기에 의한 마찰력과 공기 엵학적 저항력으로써,
비행기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추력 : 항력을 이겨 내고 앞으로 전진하는 힘으로, 엔진에서 발생

2. 배르누이 정리 학습을 위한 활동

손 안대고 종이 들어올리기
종이가 딸려 올라와 빨대에 달라붙습니다. 빨대를 통해 나온 공기가 엽서(위에 있는
종이)와 A4(아래 종이) 사이의 좁은 틈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므로 두 틈 사이에 주변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저기압이 발생한다. 따라서 빨대를 통해 공기를 불어 배출하는데
로 불구하고 A4(아래 종이) 옆서 쪽으로 달라붙게 된다.
< 출처: http://blog.daum.net/sat1215/15583033 >

베르누이 학습 도움자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k0809&logNo=140198012061&be
ginTime=0&jumpingVid=&from=section&redirect=Log&widgetTypeCall=true

(아래 쪽 종이) 위 판과 연결 클립

(위쪽) 종이와 빨대의 연결

(제작유의점) 빨대를 불면 아래 종이가 한 위치에 고정되지 않고 흔들려 이탈하므로
관찰하기 어렵다. 이때 클립을 이용하여 아래 종이가 빨대 구멍에서 멀리 흘러가는 것
을 방지할 수 있고, 오랫동안 과학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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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총 만들기

• 송풍기 이용법
많은 공기가 한꺼번에 힘차게 솟아오르는 송풍기를 사용한다면 위의 그림과 같은 놀

• 제작방법 : 검색창 > 베르누이 스티로폼 발사 총 만들기
or 참고자료 > 동영상 자료 > 스티로폼 총 만들기

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비치볼을 이용하여 농구 경기를 할 수도 있다.

• 스마트폰 활용 환경 조성하여 활동하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다.
준비물 : 휴대용 송풍기(일반시중판매), 비치볼, 배구공 등

• 게임식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참여 이끈다.
종이비행기 탐구

1. 송풍기로 한 개의 골프공을 띄워 보자.

• 스마트폰 활용 환경 조성하여 활동하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다.

2. 골프공 위에 비치볼을 올려 띄워 보자.

•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하나만 만들도록 운영한다.

3. 비치볼 위에 대형 풍선을 올려 띄워 보자.

• 모둠별로 각자 만든 비행기의 특성을 탐구하고 특성에 맞는 이름 짓기 활동으

4. 두 개의 송풍기로 비치볼을 띄워 농구 놀이를 하여 보자.

로 창의력을 높인다.

3. 베르누이 정리 사용되는 사례

분무기

송풍기로 띄운 비치볼을 살짝 기울여도 공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송풍기를 살짝
위그선

기울여 농구대에 골인을 시켜 볼까?
송풍기를 경사지게 하여 비치볼이 기울어져도 공은 계속 공기의 흐름 속에 머물러 있
게 되고 마치 중력의 법칙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경사가 너무 지나치게 크면 솟아오르는 공기에 의해 위쪽으로 밀리는 압력보다 중력의
작용이 더 커지게 되어 공은 떨어지게 된다. 위의 놀이를 응용하여 실내에서 농구 경기
를 하면 더 재미있는 수업이 유도된다.
< 출처: http://www.waterrocket.com/balchaik-19.htm >

위그선: 해수면 바로 위에서 양력이 급증하는 해면효과를
이용하여 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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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날개없는 선풍기

하드디스크 : 데이터를 기록되어 있는 플래터(원판모형)이 회전하면서 양력으
로 헤드(원판위에 있는 가위 날 모양 )를 띄우는 역할을 하여 두 사이에 미세
한 간격을 두고 띄워져 있다.

날개 없는 선풍기 : 양력을 이용하여 주위의 공기를 흡인한다.

자동차 스포일러
빠른 자동차나 기차 주위의 쏠림현상

빠른 기차나 빠른 큰 트럭이 지나면 흡인력(쏠림)이 발생하여 위험하다.
자동차의 스포일러 : 양력 저감 효과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k0809&logNo=140198012061&beg
inTime=0&jumpingVid=&from=section&redirect=Log&widgetTypeCall=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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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자료 ( 4~6차시) ◆

2. 열기구 만들기

1. 열기구 역사
프랑스의 조셉 몽골피에 형제는 화톳불에서 힘차게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뜨거운 연
기를 보고 '연기를 큰 주머니에 담으면 주머니도 하늘로 올라 갈 수 있겠지'하고 생각
했다. 종이장사를 하던 몽골피에 형제는 지름이 10m나 되는 큰 종이 주머니를 만들어
마침내 1783년 6월 프랑스 아노네이에서 1차 공개 실험을 했다. 이날 공개 실험에서
큰 종이 주머니 기구내부에 뜨거운 연기를 불어넣었다. 기구 내부의 온도가 87.5℃까지
올라가자 부력이 발생해 기구가 약 180m 상공까지 떠올랐다. 그 해 9월에는 열기구에
양과 닭 그리고 오리 등을 태운 2차 실험에도 성공했다.

[준비물] 0.5∼0.7㎜ 정도의 가는 철사, 알코올(에탄올이나 메탄올), 성냥, 솜, 비닐, 펜

드디어 2개월 뒤인 11월, 물리학자인 로제와 다란드 두

치 혹은 니퍼, 투명테이프, 실, 알루미늄 호일 혹은 빈 음료수 캔

사람을 태운 대형 열기구가 부로뉴 숲 상공에 떠올라 날

[제작]

고자 했던 인류의 오랜 꿈을 최초로 실현시키는데 성공했

1. 철사를 비닐 입구의 양끝 길이 2배 정도로 자른다

다. 그때의 비행기록은 고도 500m, 체공시간 25분, 비행

2. 원을 만들어 철사 끝을 고정시켜 열기구의 바닥 틀을 만든다.

거리 9km이었다.

3. 비닐 입구에 철사 틀을 끼우고 투명테이프로 접착시킨다.

한편 최초의 가스기구는 샤를과 로벨 형제가 발명한 수소

4. 빈 음료수 캔을 자르거나 알루미늄 호일로 그릇을 만들어 여기에 솜을 넣고 알코올

기구다. 샤를은 '일정한 압력 하에서 기체의 부피와 온도

을 부어 임시로 알코올 램프를 만든다.

는 비례한다'라는 '샤를 법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

5. 솜에 불을 붙인 후, 비닐의 입구를 알코올 램프 위에 갖다 대고 뜨거운 공기를 채운

랑스의 과학자다. 수소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부력을 얻

다음 가만히 놓아 본다. 이때 비닐이 불에 타지 않도록 조심한다.

는데 유리한 반면, 인화성이 강해 매우 위험하다.

[원리]

몽골피에 형제의 열기구보다 불과 10일 늦은 12월, 샤를 형제는 함성을 지르는 많은

실험에서 알코올을 묻힌 솜을 태우는 것은 열기구 비닐 안의 공기를 데우기 위해서

군중을 밑으로 내려다 보며 힘차게 떠올라 약 2시간 동안 43km거리를 날았다. 그 날

다. 이를 통해 열기구 비닐 안의 공기는 비닐 밖의 공기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내부공

해질 무렵에는 2차 비행이 시도됐는데 형인 샤를이 혼자서 10분 동안 약 300m까지 올

기의 밀도가 작아진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한다. 온도가 높고, 압력

라갔다. 샤를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저물어 가던 붉은 태양이 지평선에서 다시 거꾸로

이 낮을수록 공기의 부피는 커진다. 주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를 높여주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루에 두 번 지는 해를 본 최초의 사람이 된 것이다.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이때 공기는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진다. 이러한 밀

몽골피에 형제의 발명 이후 1백년 이상 유일한 비행수단으로 이용됐던 열기구는 비행

도의 차이가 공기를 상승하게 하는 데 바로 이 힘이 열기구를 뜨게 만든 것이다.

기가 등장하면서 한동안 빛을 잃게 됐다. 그러나 1950년대 초 나일론과 프로판가스가

비닐 봉지의 크기가 클수록, 봉지 안의 온도와 주변 공기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봉

보급되면서 가볍고 간편한 비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개발됐다. 이때부터 열기구는 대

지 자체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뜨는 비닐봉지의 상승력은 커지게 된다. 뜨거워져 상승한

중화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들어서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열기구가 하늘 레포츠

공기가 식게 되면 밀도가 커져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열에 의해 공기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등이 이동하는 방식을 대류라고 한다.
[유의점]

우리나라에 열기구가 정식으로 소개된 것은 1985년이며,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본

1. 알코올을 너무 많이 넣거나 램프의 입구가 넓으면 비닐이 타서 애써 만든 열기구가

격적으로 보급돼 현재 각종 체육행사와 이벤트사업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에는 2002년 월드컵 홍보를 위해 한·중·일 젊은이들이 동해를 건너기도 했다. 매년 익

2.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실험하는 것이 좋지만, 화재에 주의를 해야한다. 젖은 걸레와

산과 제주에서 국제 열기구 축제가 열리고 있다.

물을 담은 양동이를 준비하였다가 비닐 주머니가 불에 닿아 녹거나 불이 붙었을 때, 언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연기'로부터 발명된 인류최초의 비행체인 열기구는 우리

제든지 불을 끌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기구의 역사에서 우리는 과학이 결코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출처: 서울신문]

아니라 쉽고 가까이 있는 다정한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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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열기구

◆ 교사용 참고자료 (7차시)◆

■열기구 풍선을 이용한 지구의 인테넷 통신망 구축
구글 프로젝트 룬과 페이스북 인터넷 제공 기구인 Internet.org이다. 구글의 신선한 계획

1. 항공 진로탐색 도서 소개

은 통신장비를 실은 헬륨 풍선으로 전 세계 어디나 인터넷 접속을 하는 것이다. 지름
15m 헬륨풍선이 지상 20km에 떠서 인터넷 신호를 보내면 지상 안테나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천 열기구 15m크기의 헬륨 열기구 풍선이 대류층을 이동하며 지상과
접속하는 계획이다. 48억 세계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해 정상적인 교육과 원격 진료를 받
아 건강한 삶을 사는 혜택을 가까운 미래에 받게 될 것이다. 구글 ‘룬’ 계획은 수십억 인
구에게 광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원 그리고 유튜브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성층권 연구 열기구 풍선 설치
헬륨 80만㎥이 채워진 지름 150m에 달하는 풍선을 성층권에 올렸다. 열기구 곤돌라에
는 실험용 장비 1톤을 실을 수 있다. 열기구는 비행 불가한 40km 고도까지 급속히 상
승한 뒤 하강을 시작하기 전까지 33시간 40분 동안 우주 데이터를 수집했다. 간편하고,
인공위성보다 경비가 절감되는 연구 자료는 기후를 연구하는 대기학자, 우주를 관찰하
는 천체물리학자들이 데이트를 수집하는데 열기구가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주거 공간
석탄 연료 대신 자연 에너지와 태양열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주거 공간으로 열기구
풍선을 연구 중이다. 에어로센이란 일종의 열기구를 나사(NASA)와 프랑스 우주항공 단

파일럿의 진로탐색 비행 :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가 되는 길
최재승 저 | 누벨끌레

체 등과 협력해 만들었다. 배낭으로 된 키트(조립용품 세트) 형식으로, 그 안에 공기를
주입하면 바람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2015년 뉴멕시코 화이트샌드에서 성인 7명이
‘에어로센’을 타고 2시간 15분 동안 날게 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 책은 자신의 미래를 미처 정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멘

■공중 풍력발전
미 MIT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알트에어로스 에너지스(Altaeros Energies)라는

토로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등의 항공전문직업군

신생기업은 거대한 헬륨 가스가 주입된 풍선을 이용한 비행선의 안쪽에 터빈을 설치하

의 세계를 생생히 전해준다. 민과 군의 경계를 넘나들며 저자가 현장에서 직

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었다. 이 공중풍력 터빈은 지상으로부터 약 300m부

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진로지침서다. 정보가 미비해

터 600m 사이의 상공에 뜬 채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공중 풍력터빈에 무선·통신

미처 알지 못한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어 항공분야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안테나와 무선인터넷 중계기를 장착하여 풍력 발전은 물론, 음성 및 데이터의 네트워크

좋은 가이드북이 될 것이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중풍력 터빈 개발 목표는 고립된 오지에 사는 사람

제1장 항공우주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싸고 쉽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2장 세계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연구되고 있다.

제3장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제4장 항공 전문직의 종류와 역할

■페쇠된 국가 정보 제공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인류를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집중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

제5장 조종사가 되는 길

다. 대형 풍선은 일정 시간 후 대기권에서 살포되는 돈과 먹거리가 달린 대북 전단지의

제6장 항공정비사가 되는 길

파급력은 대단하다고 한다.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은 북한 내륙지방이나 평양인근까지

제7장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

는 도달하지 못한다. 구글 인터넷 풍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대량의 웹 전단지를 폐쇄

제8장 운항관리사가 되는 길

된 국가의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인터넷 공유기를 탑제한 헬륨 ‘룬’ 풍선은 생산
단가가 매우 저렴하므로 효과적이라고 한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는 와이파이 수신

< 출처: YES24 >

이 최소화된 단말기를 뿌리면 독제 체제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

- 73 -

- 74 -

2. 항공진로 탐색
가. 비행기 조종사

나. 항공교통 관제사

비행기조종사는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여객기, 전투기, 경비행기, 헬리콥
터 등을 조종한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기 위하여 비행기조종사에게 기상,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교통을 지휘한다.

비행스케줄에 따라 항로, 목적지, 연료량. 기상 조건 등을 숙지하고 항공기 상태, 조
종실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관제탑에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신고서를 확인하고 활주로 및 공항주변의 기상상
태를 점검한다.

비행하는 동안 비행기의 장으로 항공승무원의 활동을 지휘하며 운항일지를 기록하고
비행 중 발생한 각종 설비상의 문제나 이상 현상을 보고한다.
탐색, 구조, 항공측량작업을 하며 소독약의 분무, 농약살포와 같은 일을 하기도 한다.
비행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비행기를 테스트한다.

이륙 및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조종사와 항공기의 목적지, 항공기 상태, 연료의
잔유량 등에 대해 교신한다.
해당 항공기의 이·착륙 활주로, 예정시간, 순서 등을 배정하여 유도하고 이·착륙을
허가한다.
접근관제소에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위치와 고도 등을 확인하고 항로의 상태를 파
악하여 고도의 상승 및 강하수준을 지시한다.

핵심능력 : 신체운동능력, 공간시각능력, 수리논리력

비상상황 발생 시 관련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비상착륙방법 및 비상활주로에 대해
안내한다.

유사직업명 : 항공기조종사, 검열조종사, 기장, 부조종사, 시험조종사
관련학과
기계공학과 , 기계과 , 제어계측공학과 , 제어계측과 , 항공우주공학과 , 항

핵심능력 : 공간시각능력, 수리논리력
유사직업명 : 컴퓨터 보안서비스종사자

공운항과 , 항공운항학과
관련자격

관련학과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교통공학과 , 기계공학과 , 기계과 ,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과 ,
컴퓨터공학과 , 항공우주공학과

적성 및 흥미
비행기조종은 기상이변 등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대처

관련자격

능력이 필요하며 능숙한 외국어 구사 능력, 공간지각력, 운송, 지리, 물리, 통신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된다.

정보보안기사

오랜 비행 조종과 불규칙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며 비행기 및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명감과 책임감
이 있어야 한다.

적성 및 흥미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며 기상이변 등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실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자기통제 능력, 리더십,
꼼꼼함, 협조심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작은 실수가 항공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필요하
고, 항공통신장비 및 각종 첨단 장비를 사용하므로 기계 장비에 대한
흥미도 있어야 한다.

< 출처: 커리어넷: 미래의 직업세계>직업정보>직업정보 상세 >

현실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협조심, 자기통제
능력,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참고자료 : 한국 최초 여성기장 http://blog.daum.net/moge-family/5460
< 출처: 커리어넷: 미래의 직업세계>직업정보>직업정보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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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퇴가 없는 항공정비사

다. 항공간호사
항공분야 간호사는 우선 항공종사자(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예약직원들 등)들의

비행기는 크고 작은 수많은 부품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늘을 나는 경이로

신체검사를 통해 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속적인 상담 및 간호를 제공함

움을 연출해내는 기계종합예술의 걸작품이다. 그런데 초강력 엔진에서부터 작은 나

으로써 최상의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사못에 이르기까지 수만 개의 부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 경이로움은

비행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항공생리 및 비행피로와 관련된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청력 보호 프로그램, 호흡기계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이같이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 바로 항공정비사이다.

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 각 직종에 맞는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지상 작업장 및 비행

항공정비사가 항공회사에 취업하면 처음에는 기술원이나 보조기술원으로 출발한

환경에 대한 점검, 지도와 비행안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

다. 이때 군경력자나 정석 항공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기술원으로, 공군하사관

한 업무 중 하나이다.

출신은 보조기술사로 채용된다고 한다. 그 후 기술사-선임기술사-과장-차장으로 승

또한 환자호송간호는 항공분야 간호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다. 승객

진한다. 항공정비사를 지망하는 사람은 해외 파견근무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환자가 탑승할 경우 미리 안전비행을 위한 간호활동을 펼친

한다. 항공사의 비행기가 세계 곳곳에 취항하기 때문에 그곳 기착지에서 비행기를

다. 만약 비행중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라면 항공분야간호사가 직접

중간 점검할 정비인력이 필요하다.

탑승하고 도착지 병원의 의사에게 인수인계까지 책임지게 된다.
객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 것도 항공분야간호사의 역할 중
하나이다. 특별상황이 발생했을 시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 승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핵심능력 : 집중력, 책임감,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직무훈련을 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응급처치함을 탑재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항공분야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운항 중 대량환
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호 활동을 펼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방제하고
항공종사자와 승객들의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것이다.

관련학과 : 항공기계공학
관련자격증
항공정비기능사, 항공정비사, 공장정비사
진출분야
항공회사, 항공기 사용 사업체, 항공기 제작회사, 언론기관, 군무원, 경찰항공
대, 산림청, 주한미군 등

전망
항공분야 간호가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발전해왔으며, 또한 민간단체에

적성

서 환자를 호송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공분야간호사가 국내에 비해 많다

항공정비사는 조종사 분야와 마찬가지로 비행기 기종마다 기종 한정 증명을

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항공분야 간호 분야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

받아야 해당 비행기를 정비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여러 기

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종을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능력 있는 정비사가 될 수 있다. 정비

항공간호가가 되려면?

업무가 대부분 실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깥 날씨에 적응할 수 있는 체

항공분야 간호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력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치밀하고 세심한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항공분야간호사의 업무를 수행

집중력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현재 별도의 전문적인 트레이닝 코스가 개설되
어 있지는 않다. 공군에서는 공군 내부에서 항공분야 간호를 위한 교육 프로

< 출처: http://www.guidance.co.kr/case_db/job/je010.htm>

그램이 진행되며, 민간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집중적인 교육(항공생리학,
비행작업환경, 비행 응급상황 등)과 비행 O·J·T 를 실시하고 있다.
< 출처:

의사/간호사취업포털 메디컬잡 www.medicaljob.co.kr >

- 77 -

- 78 -

그림 7 베르누이 공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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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2 주제_파동 연계 자유학기 STEAM 프로그램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 학년] 파동
[중학교 3 학년] 항상성과 몸의 조절

중심과목
성취기준

중학교/1 학년
[9 과 06-04] 파동의 종류를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진동수,파형으

로 섦명할 수 있다.
[9 과 20-01] 눈,귀,코, 혀, 피부 감각기의 구
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극의 종류에 따라
감각기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소리로 밝히는 세상

학습목표

※
※
※
※

연계과목

수학
국어
도덕
기술가정

차시

8 차시

감각기관의 구조의 이해를 통해 소리 전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청각 장애의 원인을 알고 프리 베리어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구상 할 수 있다.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장애에 대한 생각을 조사 발표할 수 있다.
프리베리어를 위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중학교 1~3 학년] 확률과 통계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S ※ 소리전달의 이해, 청각 장애 탐구
STEAM
요소

장애가 불편하지 않는 세상

• 공동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barrier-free) 활동을 발표할 수 있다.
강의

실험

토의

○

조사

Co

E ※ 골전도 스피커

• 필기도구, 학생용 워크북

[동영상#1] 프리베리어 활동 소개
• 베리어프리 활동이란 무엇인가?

•동영상
#1:
https://youtu.be/
slSeQf9C-wY

CD

전개
( 25 분)

CD

상황 제시

[생각드러내기] 공동체 생활 속에서 프리베리어 활동 토의
• 프리베리어 활동이 왜 필요할까?
• 내가 할 수 있는/ 하고싶은 베리어프리 활동은 ?

창의적 설계
창
의
적
설
계

[동영상#2] 프리베리어 활동 사례
• 영상 속에서 베리어프리 활동을 찾아볼까?
• [사진] 제시된 디자인의 용도는 뭘까?
• 이외의 어떤 베리어프리 활동이 있을 수 있을까?

국제적인 프리 베리어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수학적 통계 처리를 통해 분석하여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게 한다. 특히 청각장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감각기관의 이해와 소리
의 전달 과정의 탐구로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적 문제해결/ 발명 아이디어
의 실현 과정을 경험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고, 과학과
기술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장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프리베리어를 위한 다양
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세계을 탐색하고 진로 설계를 안내한다.

[ 4~5 차시]
※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 마음을 전하는 뮤직시트
↧
[ 6~7 차시]
※몸으로 듣는 소리 만들기

•#2:
https://youtu.be
/tL_gkvrMZvM

Tip!

활동사례 제

시를 통해 베리어
프리 활동을 인식
하고 다른 관련 활
동 에 관심을 두게
한다.
Tip!

자신의 생

각을 자유롭게 말

[ 8 차시]
※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진로 탐색

감
성
적
체
험

할 수 있도록 한다.

•(권장)스마트기기
ET

[생각나눔 발표] 내가 바꾸는 아름다운 세상

정리
( 10 분) • 내가 펼칠 베리어프리활동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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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고

베리어프리 활동에
대해 알게 한다..

M ※ 데아터 처리 자료해석
유엔미래보고서 2030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장애인이 사라지는 사회를 예견하고 있다. 이미
호주에서는 빛을 읽는 전극장치 이식이 성공하였고, 뇌파를 문자로 또는 문자를 뇌파로 변
개발 의도
환하여 언어장애인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이에 ‘소리로 밝히는 세상’에서
는 청각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고, 청각에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 1~3 차시]
※ 장애가 불편하지
않는 세상
※ 통계로 보는
우리의 장애 인식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A ※ 대화[공감과 반응]/ 토의[문제 해결]/ 발표[내용 구성]/ 매체 자료의 효과

상
STEAM 황
학습준거 제
시

과제 연구

• 읽기자료, 동영상, 워크북,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교수-학습 활동

도입
( 10 분)

견학

○

[중학교 1~3 학년] 기술활용

T ※ 청각장애 기술

1/8

• 공동체 사회에서 베리어프리(barrier-free) 활동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학습
과정

[중학교 1~3 학년] 듣기･말하기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 학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차시

소리로 밝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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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발표 내용을

평가하지 않고, 자
신의 실천이 세상
을 바꿀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차시

소리로 밝히는 세상

2~3/8

통계로 보는 장애 인식
•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강의

실험

○

토의

조사

견학

과제 연구

○

• 읽기자료, 관련 도서, 활동지,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 필기도구, 학생용 워크북, 나무젓가락, 소형 전기모터, 스테레오 플러그, 음향기기 등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생용 워크북

Co

도입
( 15 분)

장애는 나와 무관할까? 후천성>? < 선천성
• 장애는 선천적으로 타고 난 것일까?
• 자신의 생각을 이유와 함께 적고, 친구의 생각도 들어보자?
•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낼까?

Co

[동영상#1] ‘통계로 세상을 치료하다’
• 통계로 세상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토의해보자
• 학교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통계를 이용하는 활동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모둠원과 같이 찾아보자.

휴대카메라(스마트폰
등), 큐알코드 검색
기(스마트폰 등)
Tip!

통계로 세상보기
• 장애는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우리들의 인식
•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 통계을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해보자
- 수집 DATA에서 어떤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는가?
- 어떤 내용(대상,영역 등) DATA를 수집할까?
- DATA를 어떻게 수집할까?
- DATA를 어떻게 처리(분석 및 표현방법)할까?
- 나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걸까?
• 수집 DATA가 주는 다양한 정보를 발표해보자.
• 나와 장애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결과를 발표해 보자

전개
( 60 분)

ET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 귀의 구조를 이해하고,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강의

실험

토의

○

견학

과제 연구

• 읽기자료, 관련 도서, 활동지,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 필기도구, 학생용 워크북, 악기 등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악기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 [학생활동]

Tip!

준비해온 악기를 이용하여 모둠별 음악회 개최
도입
( 10 분) • [체험활동]
귀를 막고 듣는 음악회
• ‘소리로 밝히는 세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반드시 악기를 연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므로 어렵다면 노래
를 부르거나 좋은 음
악을 들으며 수업을
시작해도 좋다.

학교생활에

서 일어나는 활동중
통계와 연관되어 있
는 내용을 찾도록하
고 통계가 수학교과
에서 다루어짐을 인
식하도록 한다.

CD

소리가 들리는 과정

• [학습활동]

•읽기자료,도서

전개
귀의 구조와 소리가 들리는 과정 설명
( 25 분) • [토의활동]

Tip! 귀의 구조는
소리가 들리는 과정
을 중심으로 이해한
다.

소리가 들리는 과정 모둠별 발표

수학에서 통

계단원을 학습했다
면 적용활동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학생들의 통계학습
이전 동기유발 활
동으로 활용한다.

•(권장)스마트기기
정리
( 10 분)

ET

[토의] 간이 청력 테스트
- 나의 청력 수준은?

Tip! 청력 손실
의 원인을 귀의
구조와 관련하여
토의하도록한다.

- 청력 손실의 원인 토의

Tip! 통계가 나의
정리
( 15 분) • 세상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도 있다. 수 삷과 어떤 연관이
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또 어떤 세상을 보고 싶은지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해 보자 있는지 인식한다.

- 83 -

조사

○

Co

#1:
https://youtu.be/d
rhH5Wl419Q (통계
로 치료하다)

Tip!

4/8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학습
과정

▪ 동영상 자료:

•(권장)스마트기기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눈

학습 목표

차시

소리로 밝히는 세상

학생들이 사

전에 질문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하며 자신의 나름
대로의 생각을 말
하도록 한다.

Tip!

CD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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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차시

소리로 밝히는 세상

5/8

마음을 전하는 뮤직시트
•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말할 수 있다.
• 골전도 스피커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강의

실험

토의

○

조사

견학

과제 연구

○

• 읽기자료, 관련 도서, 활동지,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 필기도구, 학생용 워크북, 나무젓가락, 소형 전기모터, 스테레오 플러그, 음향기기 등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휴대카메라(스마트폰
등), 큐알코드 검색
기(스마트폰 등)

도입
( 10 분)

‘뮤직시트’ 자동차 광고 감상 후 자신의 생각 글쓰기

Tip!

발문활동으로 학생들
의 호기심을 자극한
다. 베르누이정리를
시연으로이해시킨다.

• [토의활동]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공학기기

토의

○

○

조사

견학

과제 연구

○

• 읽기자료, 관련 도서, 활동지,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 필기도구, 학생용 워크북, 나무젓가락, 소형 전기모터, 스테레오 플러그, 음향기기 등

학습자료 및
유의점

미션 수행 안내
Tip!

발문활동으로 학생들
의 호기심을 자극한
다.

• [토의활동]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 토의

착용이 가능한 골전도 스피커

• [창의설계 및 토의]

- 골전도 스피커가 잘 들리는 위치를 찾기

Tip!

* 사용의 편이성
전개
( 60 분)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해
모둠원과 이야기해
보고 새로운 아이디
어도 제안해본다.

Tip!

골전도 스피커를 제
작한 후 더 잘 들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
록 격려한다.

- 제작 골전도 스피커 품평대회
- 골전도 스피커 제작 원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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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제작 골전도의 성능
* 시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 착용이 가능한 골전도 스피커 고안 및 제작

사전 실험활동을 통
해 학생들에게 제작
시 유의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활동시간을
줄인다.

•제작골전도스피커

•(권장)스마트기기

[모둠 발표] 제작 발표

• 나무젓가락, 소형
전기모터, 스테레오
플러그, 음향기기)

- 제작시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 나무젓가락, 전기 모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골전도 스피커 제작

정리
( 10 분)

실험

•영상

•나무젓가락, 소형
전기모터, 스테레오
플러그, 음향기기

- 골전도 스피커의 원리

ET

강의

(과제연구) 골전도 스피커 만들기

• [탐구]
전개
( 25 분)

• 골전도 스피커로 전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영상시청)
도입
( 15 분)
유니버셜디자인 세계

CD
CD

몸으로 듣는 소리

교수-학습 활동

Co

6~7/8

•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골전도 스피커를 고안하여 제작할 수 있다.

학습
과정

•학생용 워크북
청각 장애에 대한 이해
• (영상감상)

Co

차시

소리로 밝히는 세상

ET

정리
( 15 분)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눈 세상 이야기 나눔
제작한 골전도 스피커를 착용하여 모둠원이 선택한 미션 수행활동
체험활동 후 소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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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Mission 수행에는
즐겁게 참여하되 청
각 장애우를 존중하
는 자세도 함께 강조
한다.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차시

소리로 밝히는 세상

8/8

4-2. 프로그램02 학생 활동지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소리로 밝히는 세상

• 청각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직업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자신의 진로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강의

실험

○

토의

조사

○

○

견학

과제 연구

1.

베리어 프리(barrier-free)를 아시나요?

학년

• 읽기자료, 관련 도서, 활동지,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반 번호

모둠명 :

이름

1. 생각 열기
. 배리어 프리가 뭘까?

• 필기도구, 학생용 워크북, 진로카드 등

♣ 베리어 프리 영화제는 어떤 영화제 일까? 용어를 이용해 추측해보자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깔을 보는 남자 Neil
• [영상감상]

배리어프리는 영어로 barrier-free입니다.
그렇다면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

Co

도입
( 5 분)

• 영상
Tip!

골전도로 색깔을 전해주는 ‘아이보그’를 착용하여 꿈을 이루게 된 전색맹 화

사전 실험을 통
해
학습활동에
흥미가 떨어지지
• 끈질긴 노력과 첨단 기술의 조합으로 장애를 이겨낸 Neil에 대한 나의 생각 않도록 한다.

가 Neil의 Ted 강연 감상

♣ 선생님이 제시하는 영상을 보고 베리어프리란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 보자.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글쓰기

•진로카드
장애가 불편하지 않는 세상만드는 직업 탐색
• [진로탐색]
CD

전개
- 진로카드로 선택해 보는 나의 진로
( 30 분)
- 갖추어야할 소양

Tip!

탐구과정을 숙지하
고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미래의 전망

2. 배움트기
1. 배리어프리 활동에는 어떤 활동이 있을까?
♣ 베리어 프리 영화는 어떻게 다를까?
가. 배리어프리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생각하자.
• 배리어프리는 영화는....

나.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배리어 프리 영화와 일반 영화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고
누구를 위한 영화인지 말해보자.
ET

나의 생각 더하기_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미래
•

정리 • [생각나눔/모둠발표]
( 10 분) - 장애가 불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직업 토의
- 모둠별로 생각나눔 후 발표하기

- 87 -

Tip! 기존에
없
는 새로운 직업
만들어 보기

• 배리어프리는 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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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삶과 프리베리어 활동

소리로 밝히는 세상

♣ 왜 프리베리어 활동을 해야 하는 걸까?

2. 통계가 알려주는 세상~나도 장애가 될 수 있다.

학년

반 번호

모둠명 :

이름

1. 생각 열기
♣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베리어프리 활동은 ?

.1. 장애는 나와 무관할까?
♣ 장애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을까? 후천적인 경우가 많을까?

장애는...
왜냐하면

♣ 나와 다른 친구의 의견을 적어보자.

2. 성장하기

장애는...

내가 바꾸는 아름다운 세상

왜냐하면

♣ 내가 펼칠 베리어프리활동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상상하여 글 또는 그림을 그려 발표
해보자.

2. 배움트기
.1. 통계로 세상을 치료하기
♣ 동영상 제목이 ‘통계로 세상을 치료하다’라이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영상 내용 속에서
근거를 찾아 발표해 보자
가.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 내용 2가지 찾아보지
(1)
(2)
(친구들의 발표 내용 보고 추가하기)

나. 어떻게 통계로 세상을 치료했는지 자신만의 표현 방법(글, 그림 등)을 이용하여 발표해보자
• .
2. 통계로 세상을 보기: 장애는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 문제해결 위한 조사 방법에 대해 모둠원 끼리 토의 해보자.
무엇을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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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수집할까?

어떻게 수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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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할까>

또 무엇을
해야 할까?

.♣ 통계로 모둠이 얻은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활동 내 결과를 정리하여 보자

어떤 내용의
자료(DATA)룰
수집하였나요?

수집한
자료(DATA)를
처리할 때 수학 학습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였나요?
(계산 등)

3. 성장하기
.세상을 보는 눈

수집된 DATA를
처리하여
어떤 결과(정보)를
얻었나요?

얻어진
결과(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나요?

♣ 세상을 보는 방법 중에는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도 있다.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또 어떤 세상
을 보고 싶은지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해 보자

보고싶은 세상은..

세상을 보기 위해 활용하고 싶은 수학..

♣ 우리들은 ‘ 장애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
을 가지고 있는지 결과를 적고, 결과 전달내용 그래픽 그림을 그려 표현해 보자

결과

결과 전달 그래픽 그림

♣ 장애가 통계학적으로 선천적 sd; z,sw; 후천적 요인이 큰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해 보자
관련자료

조사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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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조사 경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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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가 들리는 과정

소리로 밝히는 세상
귀의 구조

모둠명 :

3.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학년

반 번호

이름
여치소리를 듣는다는 것
안도현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떨어져 앉아 우는 여치

그림 1

여치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여치소리가 내 귀에 와 닿기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는 것

귀의 구조 중 소리를 듣는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자.

그 사이에 꽉 찬 고요 속에다 실금을 그어놓고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서술해보자.

밤낮으로 누가 건너오고 건너가는가 지켜보는 것
외롭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입 밖에 꺼내지 않고
나는 여치한테 귀를 맡겨두고
여치는 나한테 귀를 맡겨두는 것
여치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오도카니 무릎을 모으고 앉아

그림 2

여치의 젖은 무릎을 생각한다는 것
- 시집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 창비, 2004

3. 나의 청력 테스트
8000Hz - 보청기 필요

1. 모둠원이 준비해 온 악기로 작은 음악회를 열어보자.

10000Hz - 50대 이후
12000Hz - 40대 정도

다른 모둠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감상평을 적어보자.(1모둠 선택)
(

)모둠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나의 느낌은

왜냐하면,

14100Hz - 30대 정도
14900Hz - 20대 후반

입니다.

15800Hz - 20대 중반

이기 때문입니다.

16700Hz -

20대 초반

17700Hz - 10대 후반
양 손으로 귀를 막고, 다른 모둠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어보자. 어떤 느낌인지

18800Hz - 10대 초반

적어보자.

19900Hz - 10대 이하

귀를 막고 연주를 본 느낌은

21100Hz - 대단한 수준

청력 테스트

모둠원과 청력 수준을 비교한 후 청력 손실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토의해보자.
나의 청력 수준은

입니다. 우리 모둠은 청력 손실의 원인을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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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해 모둠원과 이야기해보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는

소리로 밝히는 세상

등이 있다.

미래에는

모둠명 :

4. 마음을 전하는 뮤직시트

학년

반 번호

이름

와 같은 보조공학기기가 사용될 것이다.

1. 청각 장애우에게 음악을 선물한 뮤직시트가 등장하는 광고를 감상하자.
5. 골전도 스피커를 만들어 귀가 아닌 몸으로 음악을 감상해 보자.
(탐구) 골전도 스피커 만들기
① 소형 모터에 스테레오 플러그의 두 선을 연결한다.
② 나무젓가락의 가운데에 소형 모터를 꽂는다.
③ 모터와 연결된 스테레오 플러그를 음향기기(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등)
④ 음향기기를 켜고 나무젓가락을 이로 물어본다.

그림 3
광고 속 아이는 늘 헤드셋을 끼고 다닌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음악실로 오라는 친구들의 메시
지를 보고 음악실로 향한다. 친구들에게 이끌려 음악실에 준비된 의자에
않게 된 아이는 생애 처음으로 음악을 접한다.
H사의 자동차 광고를 통해 알려진 뮤직시트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들이 진동을 통해 온몸으로 음악을 듣는 구조이다. 귀로 듣는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험 결과 70%정도 원음에 가깝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뮤직시트의 개발자는 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대학에서 물
리학을 배웠지만 음악에 대한 관심이 깊어 두 가지를 융합한
예술 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가 개발한 뮤직시트 제작기술은
H 자동차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전됐다.

광고 속 뮤직시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자.
저의 생각은

입니다.

- 나무젓가락을 이로 물었을 때 경험한 결과를 적어보자.

왜냐하면

- 나무젓가락을 얼굴의 다른 부위에 접촉하여 소리를 들어보자.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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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위가 가장 잘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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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용이 가능한 골전도 스피커를 설계하고 제작해보자.

소리로 밝히는 세상

모둠명 :

5. 몸으로 듣는 소리

학년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제작한 골전도 스피커의 개선할 점을 적어보자.

반 번호

이름

1. 유니버셜 디자인

다음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일까?

이 계단 디자인은..

이 요리기구 디자인은...

이 스피커 디자인은...
골전도 스피커를 착용해서 불편함 없이 이용하려고 한다. 착용이 가능하고 성능 좋은
골전도 스피커를 설계해보자(단, 소형모터와 스테레오 플러그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생각 나누기

- 핵심 아이디어 :
- 필요한 재료 :

- 내가 생각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그려보기

- 내가 생각한 유니버셜 디자인 작품을 설명해 보자
대상

장점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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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ssion! 골전도로 이동하라!

소리로 밝히는 세상
모둠에서 개발한 골전도 스피커를 착용하고, 휴대전화 통화음을 듣고 Mission을

모둠명 :

6. 더 밝은 세상을 위하여

수행해보자.

1) 각 모둠에서 골전도 스피커를 착용하고 Mission을 수행할 모둠원 한 명을 선정
한다.

학년

반 번호

이름

1. 색맹화가 Neil Harbisson의 Ted 강연이다.

2) 선정된 모둠원은 휴대전화에 골전도 스피커를 연결하여 착용하고, 정해진 장소
로 이동한다(이 때 장소는 다른 모둠원들이 볼 수 있으면서 소리가 전해지지 않
는 곳으로 선정한다. 예- 운동장)

3) 남아있는 모둠원은 미션지를 선택하여 이동한 모둠원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미션
을 전달한다.

Neil Harbisson
미션 수행 후 느낀 점을 적어보자.

그림 4

미션을 전달하면서 또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
입니다.

전색맹이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Neil Harbisson에게 세상은 흑
백이었다. 화가가 꿈인 Neil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미대에 입
학했다. 2003년 인공지능학 교수 Adam을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왜냐하면,

게 된다. Neil의 섬세한 청각과 기술이 만나 탄생한 색상 탐지기계 아이보
그는 색의 고유한 파장을 주파수로 변환하여 골전도를 통해 그에게 전해
준다. 피나는 연습을 통해 360가지 색의 고유 주파수를 기억하게 된 Neil
의 그림에는 색이 입혀졌다. 그는 세계 최초의 색맹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모둠의 골전도 스피커의 장점과 단점, 개선할 점을 적어보자.

영상 속 Neil Harbission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자.

장점 1.
장점 2.

저의 생각은

단점 1.

왜냐하면

입니다.

단점 2.
개선할 점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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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청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진로 카드이다. 이 중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고, 이

5.2 [프로그램 02] 교사용

를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 교사용 참고자료 (1차시) ◆

[베리어 프리 영화와 일반 영화의 차이]

그림 5

그림 7

그림 6
① 청능사

그림 8
④ 의공학전문가

② 언어치료사

③ 특수학교교사

그림 9
⑤ 생체전자공학자

기타 :

만약 내가 청각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위의 직업 중 청각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보자. 만약, 다른 직업
을 선택한다면 기타를 선택하여 적어보자.
내가 선택한 직업은

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알아보자.
- 어떤 일을 하나요?

- 이 직업은 어떤 능력을 중요시 하나요?

- 이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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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자료 (2차시) ◆

◆ 교사용 참고자료 (3차시) ◆

1. 소리의 발생과 전파
[장애인 실태조사]

소리는 공기를 통하여 전달되는 파동으로 음파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
해 만들어진다.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한 공기의 미세한 압력 변화가 귀의 고막에까지 미치면
우리는 압력 변화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소리이다. 그러므로 진공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음이라고 한다. 가청음은 약 20~20,000Hz의 진동수에 해당
한다. 음파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약 340m/s이다. 소리의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dB
(데시벨)이다.
2. 귀의 구조와 기능

[시각장애 실태 현황]

1) 외이 : 귓바퀴, 외이도
- 음파를 모아 중이로 전달한다.
2) 중이 : 고막, 귓속뼈, 귀 인두관
- 고막 : 음파에 의해 최초로 진동하는 얇은 막이다.
- 귓속뼈 :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의 3개의 작은 뼈로 구성됨, 고막의 진동을 크게 증폭하
여 달팽이관으로 전달한다.
- 귀 인두관 : 고막을 보호하고 소리를 잘 들리도록(고막의 진동이 잘 되게) 중이의 압력을
외부와 같게 조절한다.
3) 내이 : 달팽이관, 전정기관, 반고리관
- 달팽이관 : 청각 세포가 분포되어 있어 소리 자극을 받아들여 청각 신경으로 전달한다.
- 전정기관 :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
- 반고리관 : 몸이 회전하는 것을 느낀다.
4) 소리를 듣는 경로
음파 → 귓바퀴 → 외이도 → 고막 → 귓속뼈 → 달팽이관 → 청각신경 → 대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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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자료 (4차시) ◆
3. 바이올린 연주를 듣게 되는 과정
바이올린 현을 켜게 되면 현이 진동되어 이 진동이 공기로 전달된다. 공기의 전달이 귀의 고막
을 진동시키고 귓속뼈에서 증폭되어 달팽이관의 청신경을 자극하게 된다. 청신경의 자극이 청각
신경을 거쳐 대뇌로 전달되면 연주를 듣게 되는 것이다.

1. 골도 청력(골전도)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듣는 기도 청력(air conduction)과 외이를 통하지 않고 외피나 머리뼈를
울려서 귀 안의 달팽이관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골도 청력(bone conduction)의 두 가지에 의해

4. 난청의 원인

소리를 듣게 된다. 요즘엔 기도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위해 골도 청력을 이용한 전화기도 나

1) 신생아 난청 : 신생아 1000명 중 1~3명꼴로 발생하는 청력 장애로 유소아의 언어 습득과
발달에 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

왔다.
※ 녹음기 소리와 내 목소리는 왜 다르게 들릴까?

2) 중이염 : 중이에 염증이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만성화되면 난청이 생겨 언어습
득과 발달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

내가 듣는 목소리는 공기 전달을 통해 귀로 전달되어 들어온 소리와 머리를 진동시켜 나는 두
가지가 합쳐진 소리이다. 녹음기에 내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면 공기로 전달된 소리만 녹음이 되

3) 소음성 난청 : 산업화 사회에서 중요한 장애 중 하나로, 소음 때문에 비가역적인 청력 손
상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MP3 플레이어는 볼륨을 최대한 높이면

어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게 된다. 상대방이 듣는 내 목소리와 내가 듣는 내 목소리가 다
른 것이다. 녹음기에 녹음된 내 목소리가 바로 상대방이 듣는 내 목소리이다.

100dB 수준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 매일 15분씩 음악을 들으면 소음성 난청
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4) 노인성 난청 :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청력저하로, 발생 연령과 진행 정도는 유전적 요인과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르다.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이란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것에서부터 컴
퓨터와 같은 하이테크를 이용한 장치들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 향상시켜 이
들의 학습과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모든 장비 및 기계장치, 더 광범위하게는 서비스와 전략까
지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소음의 여러 수준

소리의 강도(dB)

일상생활의 예

0

아주 희미한 소리

30

속삭임, 조용한 도서관

40

저음의 대화

50~60

일상대회

60

정상적인 대화, 타자기, 재봉틀

90

잔디 깎는 기계, 트럭 소리, 하루 8시간 이상 노출 시 청력감소 유발

100

체인톱, 공기드릴, 스노우 모빌, 하루 2시간 이상 노출시 청력 장애 유발

난청이 발생한 환자에서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115

모래 분사기, 록 콘서트, 자동차 경적, 하루 15분이 최대 허용치

이식하는 수술이다. 이는 환자의 달팽이관내 남아 있는 청신경을 직접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청력

130

제트기

140

총소리, 제트 엔진, 통증 유발, 청력 손상

1) 보청기
보청기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소리를 전기적으로 증폭시켜 큰 소리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각 보조 도구이다. 보청기는 소리를 좀 더 확실하고 잘 듣게 도와주는 것
이며, 이전처럼 정상적인 청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보청기의 기본적인 구성은 소리를 받
아들이는 마이크, 들어온 소리를 크게 하는 증폭기, 증폭된 소리를 내보내는 스피커 그리고 전원
을 공급하는 배터리 이렇게 네 부분이다.
2) 인공와우
인공와우 이식술은 양측 내이의 와우(달팽기관)의 질환으로 인해 양쪽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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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자료 (5~6차시) ◆

3) TV자막 수신기
TV영상신호 속에 들어있는 한글/영어자막을 TV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기
4) 음광 변환기

1. ‘골전도로 이동하라’ 미션 수행 방법

진동과 빛을 통해 전화, 팩스, 벨소리, 노크소리/아기울음소리/초인종소리 등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무선 신호기

1) 학생들이 수행할 미션은 학교의 사정에 맞도록 3~4가지 정도 미리 정해서 학생들이 선정하
도록 한다.

5) 도어노크센서

2) 학생들에게 수행할 미션을 적도록 하고 이를 모아 ‘뽑기’ 형식으로 해당 미션을 선정하는 방법도

초인종, 노크소리를 불빛으로 전달하며 이를 수신기가 받아 문과 멀리 떨어진 방 등에 부착된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알려주는 기기

있다. 단, 학생들에게 너무 무리하거나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미션은 삼가도록 지도한다.
3) 자신들이 개발한 골전도 스피커의 유용성을 시험해보는 것과 동시에 청각장애인이 생활에서

6) 화상 전화기

겪을 어려움을 체험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점을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킨다.

인터넷 망을 통해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송수신하여 기존의 전화 서비스 및 인터넷 사용이 가능
하며,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

2.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
1) 듣지 못한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청력 손실로 말미암아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3. 청각 장애의 유형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아동들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

청각 장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임신 중의 의학적인 문제나 유전적인 문제 등의 선천적인
경우, 출생시의 문제로 청각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아동기나 성인기의 질병으로 일부를 잃거나
전부를 잃는 경우도 있다. 노화, 상해 혹은 오랫동안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 또한 청력 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2) 보청기를 사용해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듣고 이해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줄 뿐 어떤 것도 청력 손실을 완전하게 보완해 줄 수는 없다.
3) 청각장애인이라고 모두 지능지수(IQ)가 낮지는 않다.
청각장애 아동도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1) 전음성 난청 :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듣게 되는 부분 중 외이 또는 중이 부분에 장애가
생겨 소리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만, 언어적 자극, 학습 경험 등의 부족으로 지적 발달이 다소 저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각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2) 감각 신경성 난청 : 소리를 분석하여 뇌로 전달하여 주는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에 장애가

모든 청각장애인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청각장애인 중에는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생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소리가 외이와 중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만,

이들도 많다.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

내이가 소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말을 건네 보는 것도 좋다.

3) 혼합 난청 :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이 동반된 경우이다.

5) 양쪽 귀를 꽉 막는다고 청각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손으로 두 귀를 꽉 막는다고 청각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두 귀를 막아도 작지

43. 청력 장애 등급

장애등급

조건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4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4급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청각 장애인들은 작은 소리는 물론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듣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청각 장애인 에티켓
1) 장애인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의 앞에 서서 이름을 부르거나, 팔, 어깨 등을 가볍게 건드리
거나 책상, 벽을 두드린 후 장애인이 상대방에게 주목하여 대화할 준비가 된 후 시작합니다.
2) 장애인과 마주 앉은 자세에서 적당히 크기로 일정한 속도로 말하며 가능한 자연스럽게 말
하되 요약해서 말합니다.
3)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대화중 음식을 먹거나, 흡연하거나 혹은 껌을 씹는 등의
행동은 사람의 목소리나 입 모양에 영향을 줌으로 삼가 합니다.
4) 한 문장을 말하고 약간 쉰 후 다음 문장을 말합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 얼마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5) 이야기 도중 다른 상황(초인종이나 전화벨이 올린 경우 등) 에 처한 경우 이를 설명해줍니다
6) 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구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주소, 열차 시간, 의약품 명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7) 장애인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 그의 표정을 관찰하여 그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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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자료 (7차시) ◆
3. 언어치료사
환자보호자 또는 환자와 상담하여 가족력, 임신력, 태생력, 언어발달력 등을 조사·기록한다. 환
자의 발음, 지능 및 어휘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각종 지각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1. 유엔 미래 보고서 2030 중 ‘기술의 발달로 장애인이 사라지는 사회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림어휘력검사, 아동언어발달검사 등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한다. 조

1) 시력 회복
호주의 생체공학연구소와 안과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빛을 읽는 전극장치 이식을 통해 외부

음장애, 언어지체, 실어증,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청각장애, 구개파열, 뇌성마비 등 언어의 장

빛을 감지하여 뇌로 자극 신호를 보내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돕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애원인과 유형 그리고 정도를 판별하고 진단한다. 장애의 정도, 유형, 그리고 부모의 요구를 파

고 있다. 연구팀은 신체의 광학 시스템에 이미지를 바로 연결시키는 카메라를 개발해 1,024

악하여 교정치료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지시·감독한다. 장난감, 그림자료, 스크립트, 녹음기, 퍼

개의 전극을 환자의 뇌에 심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각장애인들

즐, 이야기발표 등을 활용하여 장애를 치료한다. 사회관계 형성·유지에 필요한 언어사용 능력을

은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집단적 치료활동을 수행한다. 치료 경과를 기록한다. 표준화된 검사도구와
자발화를 관찰하여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다. 언어장애 환자, 가족, 담당교사를 상대로 상담 또

2) 의사 전달 방법 개선
UCLA와 이스라엘 테크니온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모음 발음을 읽어내는 뇌의 코드를 찾아
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진은 환자의 뇌파를 이용하여 환자가 생각하는 단어를 소리로 치

는 지도활동을 한다. 교육기관, 구강외과 및 기타 의료기관 등의 자문역활을 수행한다. 언어장
애의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한국직업사전

환하는 실험을 성공하였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언어장애인들의 뇌파를 조절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엔 미래 보고서 2030

4. 특수학교교사
특수학교에서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정신지체, 정서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부

2. 청능사

자유 등의 장애학생들을 교육한다. 정신지체 담당교사는 평균이하의 지적능력과 적응행동 결함

1) 청능사
청능사 자격 검정원이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각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과 사회적응력 향상교육을 실시한다. 지체부자유 담당교사는 상지,

애인들의 청능 평가, 상담과 보청기와 인공 와우의 평가를 통하여 재활, 훈련을 담당하는 업

하지 및 체간(몸통)의 일부 또는 전신의 운동기능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정을 교수하

무를 수행한다.

고 학생의 신체적 장애를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도구를 고안하고 사용한다. 청각
두산백과

의사소통 훈련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시각장애 담당교사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시력을 통한

2) 청능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자격종목

등급
준청능사

장애 담당교사는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이용한 청능훈련, 독화지도, 발어지도 등의
학습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정을 교수하고 점자지도, 일상생활적응훈련,

응시자격

보행기술등을 가르친다.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등을 가르치기도 한

준청능사교육 100시간 이상(이론 45시간 이상, 실습 35시간

다. 정서장애 담당교사는 정서표현이 극단적이거나 편향적인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부적
응 행동을 소거하고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에 중점을 둔다.

이상)수료자

한국직업사전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청능사

청능사

포함하여 청능치료 경력 5년 이상이며 청능사 교육 120시간

5. 의공학전문가

이상(이론 60시간 이상, 실습 40시간 이상) 수료자

의학과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인체 현상을 분석해 진단이나 치료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관련된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인공심장이나 인공귀 같은 인공장기, MRI나 CT를 이용한 영

청각학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청능사 경력 5년 이상인
전문청능사

상의학, 가상현실을 통한 정신질환 치료기기 등을 만드는 과학기술자다.

자 또는 전문청능사교육 240시간 이상(이론 120시간 이상,

‘이공계에 빠져봅시다’ 중 일부 발췌

실습 80시간 이상) 수료자로서 청능사 경력 7년 이상인 자
청능사자격검정원

6. 생체전자공학자
생체전자공학기술은 인체의 감각과 운동 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전기적 시스템을 이용
해 보완하고 대체하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러 기술이 포함돼 있다. 끊어진 신경을 잇는
전기전달기술, 신경을 접합하는 전극기술, 신경에 적절한 전기신호를 주는 전자기술, 신체 내부
에 이식된 회로가 오랜 시간 동안 손상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도록 하는 패키징기술 등이 생
체전자공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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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3주제_ 연계 자유학기 STEAM 프로그램
참고 문헌 및 웹 사이트

중심과목

1. 박영숙, Jerome Glenn, Ted Gorden, Elizabeth Florescu(2012). 유엔미래보고서 2030. 경기도: 교보문고.
2. 한국과학문화재단(2008). 이공계에 빠져 봅시다 : 청소년을 위한 이공계 진로 가이드. 서울: 동아사이언스.
3. 국립특수교육원 (http://edu.kneis.kr)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4. 대한이과학회 (www.otologicsociety.or.kr)
5. 대한이비인후과학회 (www.korl.or.kr)
6. 동아사이언스 (http://mentor.dongascience.com/about/view?sn=395&category=1)
7. ‘뮤직시트’ 자동차 광고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UlpgNAjDzO8)

중심과목
성취기준

[중학교 1 학년] 과학과 나의 미래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중학교/1 학년
[9 과 07-01]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차시

6 차시

※ 요리사도 과학과 관련된 직업임을 요리 속 과학적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요리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을 조사하여 발표 할 수 있다.
※ 요리사는 과학적 지식과 아이디어 관련 역량도 필요함을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기술가정
국어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블러그 (http://kiststory.tistory.com/884)

[중학교 1~3학년] 기술활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학년] 듣기말하기

S ※ 요리속 과학 찾기

11. 한국고용정보원(http://www.work.go.kr/index.jsp)
12. Ted talks (http://www.ted.com/talks/neil_harbisson_i_listen_to_color.html)

T ※ 새로운 요리 만들기 발상
STEAM
요소

그림 출처

학교급/학년(군)

학습목표

8. (사)한국장애인IT협회 (http://www.kitad.or.kr/index.asp)
9. 시사교양지 바이트 (http://www.i-bait.com/read.php?num=4697)

과학

E ※ 안전한 조리 기구의 이용 및 조리
A ※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조원 간 공감활동/ 상상력

그림 1.
http://health.naver.com/medical/bodyOrgan/detail.nhn?selectedTab=detail&bodyOrganCode=CA0
00310&isGroup=N&move=con4

M

개발 의도

그림 2.

중학생의 가장 선호하는 진업이 요리사이다. 요리사는 과학과 관련이 멀다고 생각한다.
요리사에 필요한 역량에 과학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더불어 아이디어 발상
의 기술적 역량 등 융합적 사고가 요구됨을 이해 시킨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05149&cid=661&categoryId=1359
그림 3. 동영상 이미지 캡쳐
http://www.youtube.com/watch?v=UlpgNAjDzO8

요리 활동에는 열과 에너지, 화학 반응, 동식물의 구조와 기능 지식 등 다양한 영역이 지식이 필요함을 여러
요리를 예를 들어 탐구할 수 있도록 했고, 아이스크림 튀김 만들기 미션을 수행을 통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

그림 4. Neil Harbisson 이미지
http://cmfdesigner.com/2013-08/cmfdesigner/people/neil-harbisson-i-listen-to-colour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요리가로서

그림 5.

성정하기 위해 필요한 융합적 역량을 자연스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http://atlantachosun.org/?mid=news_online&document_srl=136503&listStyle=viewer&page=2
상황 제시

그림 6.

창의적 설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nbaroo333&logNo=90150535988
그림 7.
http://knnews.kr/news/articlePrint.php?idxno=634537
그림 8.
http://bme.konyang.ac.kr/sub_0302.php?idx=2170&pmode=view
그림 9.

상
STEAM 황
학습준거 제
시

[ 1 차시 ]
※ 요리 속 과학 찾기

창
의
적
설
계

[ 2 ~ 5 차시 ]
※ [미션] 이이스크림을 튀겨라
※ (미션) 나는 분자요리 스티브
잡스 되기

http://blog.naver.com/marcellin97?Redirect=Log&logNo=70177828580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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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차시 ]
※ 과학기술

Chef. o o o .

감
성
적
체
험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차시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1/6

요리 속에서 과학 찾기
• 요리가 과학과 관련성을 예를 들어 설명 할 수 있다.
• 일상생활의 요리도 과학임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실험

토의

조사

○

○

견학

과제 연구

• 퀴즈카드(사진)
•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교수-학습 활동

Tip!

도입
( 10 분)

모둠별 퀴즈 해결 활동 및 활동지 작성
- 퀴즈에 대한 답을 이유를 들어 말하기

정답에 구

도입
•
( 15 분)

애 받지 않고 자유
로운 생각을 드러
내도록 하고 이유
를 들어말할 수 있
도록 한다.

- 요리 속 과학 내용 찾아 발표하기

ET

정리
( 10 분)

일상생활 요리 속에서 과학을 찾아보기

• [학생활동]
일상 생선구이 요리 자료를 이용한 과학현상 찾기
- 자료 속 과학 용어 찾아내기
- 내가 알고 있는 요리 속 과학 찾기

• 보안경. 장갑, 실험복(앞치마).
아이스크림, 계란 1개, 튀김가루, 빵가루, 튀김오일, 튀김요리 용기
• 사진기(스마트폰(권장))

튀김요리 안전 지도
[학생활동]

- 아이스크림 튀김에 필요한 준비물 확인

고온의 기름

Tip!

고온의 기름

을 이용하므로 보안
경과 실험복을 준비
하도록 한다.

아이스크림 튀김 속의 과학과 기술 찾기

• [교사활동]
과학글쓰기 안내 활동
전개 • [학생활동]
( 60 분)
“아이스크림 튀김 과학” 주제로 과학글쓰기

CD

아이스크림, 계란 1
개, 튀김가루, 빵가
루, 튀김오일, 튀김
요리 용기

Tip!

안전교육 지도 ( 응급조치, 장난 금지)
모둠별로 아이스크림 튀김 만들기 레시피 만들기

실험 활동

중에 학생들이 장
난하지 않도록 한
다. 뜨거운 기름을
사용할 때, 잠시 주
목을 시켜 주의를
상기시킨다..
Tip!

아이스크림 튀김 도전

• (영상시청)

자신의 경험

을 통해 요리와
과학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
하게 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을 이용하므로 보
안경과 실험복을
준비하도록 한다.

• [탐구체험]
Tip!

과제 연구

• [학생활동]

영상을 이용

하여 요리가 과학
과 관련있음을 인
식시키는 과정이므
로 학생들이 관심
을 보였던 내용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도록 유도하여 발
표를 활발하게 한
다.

견학

•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소화기,

과학글쓰기

에 학생들이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단계별 답하기 활
동을 교사 주도로
운영할 수도 있다..

•요리품평
ET

정리
( 15 분)

오늘의 아이스크림 튀김 레시피 품평

• [모둠활동]
- 아이스크림이 가장 온전한 요리 찾기
- 아이스크림 레시피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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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아이스크림튀김 활동에서 과학 원리와 관련된 현상 찾기
Tip!

- 흥미를 끌었던 내용 적기

○

- 튀김 요리 안전 지도

동영상을 이용하여 요리와 과학의 관련성 이해하기

모둠별 선택 영상을 통해 요리 속 과학 찾아 발표하기
전개
( 25 분)

토의

○

Tip!

CD

CD

실험

○

•

• 동영상
• (영상시청)

2~3/6

교수-학습 활동

Co

맛있는 요리 속에서 과학 찾기 퀴즈
• [학생활동]

강의

학습자료 및
유의점
•퀴즈카드

Co

차시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미션] 이이스크림을 튀겨라
• 아이스크림 튀김 요리를 이용하여 요리에 과학이 필요함을 설명할 수 있다.
• 아이스크림 튀김을 이용하여 과학글쓰기를 할 수 있다.

학습
과정

• 필기도구, 학생용 활동지. 자료검색 스마트기기(권장)

학습
과정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 114 -

Tip!

품평 활동

을 자유롭게 하고
우수 레시피 보상
활동 전개한다..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차시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 모둠별로 협력하여 만든 분자요리를 포스팅 할 수 있다.
강의

실험

토의

○

○

○

조사

견학

과제 연구

○

•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과제연구 실험 결과 영상
• 망고쥬스, 전자저울, 주사기, 알긴산 나트륨(식품용), 염화칼슘(삭품용), 핸드블랜드(권장)
• 학생용 워크북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4~5/6

(미션) 나는 분자요리의 스티브잡스~
• 분자 요리를 만들고 요리의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Tip!

분자요리의 세계

도입
( 15 분) • (영상시청)
영상을 이용하여 분자요리가 어떤 것인지 느낌 발표하기

프로그램 명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준 준비물
비 학습자
물 준비물

차시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 요리와 관련된 다양한 미래 유망 직종을 말할 수 있다.

• 관심 요리 분야 진로를 위한 자격취득과정을 말할 수 있다.
강의

실험

토의

조사

견학

과제 연구

○

○

○

○

• 읽기자료, 관련 도서, 활동지, 교사용 PC, 빔 프로젝트
• 학생용 워크북, 진로카드 , 자료검색 PC ( OR 큐알코드 검색 기기(스마트폰)) 등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요리연구가 인물 탐색

도입
• [학생활동]
( 15 분)
영상과 제시 자료를 이용하여 영상 속 인물 탐색하기

망고쥬스, 전자저울,
CD

분자요리속의 과학 .

륨(식품용), 염화칼슘

화학반응으로 요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해결하기

CD
영화를 이용한 요리관련 직업 탐색
• ( 영상시청 )

(삭품용), 핸드블랜드
(권장)

• [교사시범]

요리관련 영화 예고편 모둠별 선정 시청

과제 연구 활동 시연하기(사전준비)

• [토의활동]
과

- 모둠별로 영화 속의 요리관련 직종 알아보기

학용품이 아니
므로 사전에 학
생준비 물품을
확인한다.

- 영화 속에서 요리관련 직종의 특성 알아보기

Tip!

분자요리 만들기

• [학생활동]
전개
( 60 분)
- 준비물을 확인하고 실험하기
- 다양한 분자 요리 경험하기

CD

Tip!

새로운 분자요리 만들기

• [미션활동]
알긴산 나트룸과 염화칼슘을 이용한 모둠별 분자요리 만들기
• [미션발표]
개발 분자 요리의 포인트와 요리 명 발표하기

ET

정리
( 15 분)

탐색한

인

물에 대한 토론
활동을 유도하여
요리직종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도
록한다

주사기, 알긴산 나트

• [토의활동]

CD

학습자료 및
유의점
•pc
Tip!

분자요리에

대한 이해활동으로
학생들의 느낌 표현
하기 활동으로 이끈
다.

6/6

Chef. o o o .

일반

도전의식

을 주기위한 퍼
포먼스이다. 교
사가 사전에 준
비하여 시범을
보여주면 학생
들의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유
도할 수 있다..

전개
( 60 분)

CD

요리전문가와 과학

• [진로탐색]
자료분석을 통한 요리전문가 적성 탐색하기
CD

요리 진로 카드를 이용한 나의 진로 탐색

• [진로탐색]
- 진로카드로 선택해 보는 나의 진로
-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준비 과정 알아보기

Tip!

• [모둠활동]
- 오늘의 분자 요리 품평

품평 활동

을 자유롭게 하고
우수 레시피 보상
활동 전개한다..

- 나만의 분자요리 레시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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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을

Tip!

자료분석

을 통해 요리
전문가가되기
위해 과학적 지
식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
다.

•요리품평

•요리품평

오늘의 분자료이 레시피 품평

Tip!

고려하여 예고
편을 활용한다.
관심을 보이는
영화는 학셍들
이 모둠별로 시
청하고 토의 내
용을 발표하도
록 과제을 제시
할 수 있다.

Tip!
ET 독서을 통한 진로 설계
정리
( 15 분) • [진로탐색]
독서활동을 통해 관련 직종에 대한 심층적 진로 설계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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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결과를 홈페이
지등을 이용하
여 포스팅할 수
있도록 안내하
도록 한다.

4-3. 프로그램03 학생 활동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선택하고 퀴즈에 대한 답은 ?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모둠명 :

1. 요리 속 과학 찾기

학년

반 번호

이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입니다.

그리고 퀴즈레 대한 답은

입니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

2. 맛있는 요리에는 과학이 숨겨져 있다. 동영상을 보면서 과학으로 보는 요리 세계로 떠나보자.

1. 맛있는 요리에 과학이 있을까? 각 요리에 대한 퀴즈를 풀어 보자.

동영상 2 분자요리 이해

동영상 1 다가가면 새로운 세상

그림 1

그림 2

팬에 처음부터 재료를 넣고 볶는 것이 아니

튀김 요리를 맛있게 하려면 달걀과 맥

라 달군 팬에 재료를 넣고 볶아야 맛있다 ?

주를 넣는다?
YES / NO

YES / NO

동영상 4 주방디자이너

동영상 3 요리는 과학이다

그림 4

그림 3
위생을 위해 달걀을 씻는 것이 오히려 독이다?

고기는 신선해야 맛있다?
YES / NO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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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을 보면서 요리와 과학의 연관성을 알게 된 것을 발표해 보자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소금의 성질은 어패류 표면의 점액질이나 어패류를 손질한 뒤

가장 흥미를 끌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도마에 묻은 점액질을 제거하는데도 응용된다. 점액질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금을
입니다.

왜냐면

많이 뿌리고 잘 문질러 씻으면 점액질이 응고되면서 깨끗이 떨어져나가게 된다. 달걀요
리에 소금을 쓰면 단단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생선을 오래두고 먹을 경우 많은 양의 소금에 절여둔다. 생선 조직의 수분을 밖
으로 빼내기 위해 삼투압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생선에 소금을 뿌리거나 고농도의 소

영상 속에서 발견한 요리속의 과학이야기를 적어보자.
내가 발견한 과학이 있는 요리는

금용액에 담가둠으로써 각종 미생물들의 활동 터전을 제공하는 수분을 제거해 부패균
입니다.

의 번식을 막고 재료의 산화를 방지한다. 또한 생선을 씻을 때 바닷물 농도의 소금물을
사용하여 씻으면 생선특유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다.

이 요리 속 찾은 과학은
.
입니다.

글 속에서 있는 과학용어를 적어보시오.

4. 일상생활 요리 속에서 과학을 찾아보자.
일상 속에서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조리법을 자주 보곤 한다, 글속에서 과학 용어를 찾아보아라.

.
생선에는 액틴, 미오신, 미오겐 등의 근육 단백질이 약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리 방법이나 요리에 어떤 과학이 있는지 토의하시오,

20~25% 존재한다. 생선의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근섬유는
육류처럼 길이가 길지 않고 굵고 짧으며, 근육과 뼈 사이의 결

( 토의 방법 )

합조직이 연하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조직이 발달하기 마련인데,

가.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리나 요리법을 각각 적어 본다.
⇒ 과학과 관련된 요리(법)는

물고기는 물에 체중을 싣고 생활하므로 근육에 큰 힘을 쓸 필요

생선에 소금을 뿌리 것 입니다.

나. 과학적 현상이나 이유를 말한다.
⇒ 비린내가 없어지고, 살이 단단해져 구울 때 잘 부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 없어서 연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선살은 부
드러운 회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생선은 짧

다. 모둠 토의를 통해 관련 과학 원리를 찾는다.

은 시간동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근섬유가 열에 의해

⇒ 관련된 과학 원리는 삼투현상 입니다.

빨리 분해돼 생선이 지나치게 익거나 생선살이 쉽게 부서지기 때문이다.
생선을 가열하면 근육 단백질이 응고·수축함으로써 살이 단단해진다. 액틴과 미오신
은 45℃, 미오겐은 50~60℃ 정도에서 응고·수축 반응이 나타나는데, 소금이 이 반응을

1.

과학과 관련된 요리(법)은

돕습니다. 즉 소금은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단백질의 응고 과정을 돕는 것
입니다. 단백질의 용해도는 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선에 뿌리는 적당한 소금

입니다.
2. 그 이유는 (과학적 현상은)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의 용해도를 낮춤으로써 응고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선 표면에 소금을 뿌린
후 굽거나 끓이면 생선의 단백질이 재빨리 응고·수축돼 생선의 액즙이 밖으로 빠져 나

3. 관련된 과학 원리는

오지 않게 한다. 이 때문에 생선의 맛이 더욱 좋아지고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입니다.

것이다. 소금이 생선 요리의 맛과 멋을 돕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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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실험입니다. 화상 응급조치법을 알아두시오.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화상 응급조치 방법을 시청하고, 응급처치 방법을 익힌다.

모둠명 :

2. 아이스크림을 튀겨라

학년

반 번호

특히, 민간요법에는 여러 위험이 있음을 알고 선생님의 안내를 받는다.

응급처치

이름

1. 아이스크림은 당연히 차갑다는 고정관념을 깨어버린..뜨거운 아이스크림인 아이스크림 튀김~!!
요리과정 마다 어떤 과학원리가 숨겨있는지 토의하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튀김을 만들자.

고온의 기름 사용시 장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아이스크림 튀김 만들기

준비물 : 아이스크림, 계란 1개, 튀김가루, 빵가루, 튀김오일

장갑

보안경

2. 계란

1. 아이스크림

4. 빵가루

3. 튀김가루

STEP 1

계란1개에 튀김가루1+1/2숟갈을

단단해지도록 한다.

넣어 잘 섞어 튀김반죽을 만든다.

5. 튀김
전용유
STEP 3

STEP 4

냉동실의 아이스크림을 꺼내 튀

계란1개에 튀김가루1+1/2숟갈을

김가루를 입힌다.

넣어 잘 섞어 튀김반죽을 만든다.

2.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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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보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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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스크림 튀김 요리법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이 있을까?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은 이유와 가장 깊다고 생각하는 것에 체크하고, 선택의
이유를 모둠끼리 발표해 보자.

□튀김전용유 □빵가루 □아이스크림
왜냐면,

냉동

□계란

□

이

튀김가루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튀김의 과학” 이라는 주제로 과학글쓰기를 해보자.
다음 단계별로 적은 다음 각 단계를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하여 글을 완성하시오.

STEP 5

STEP 6

튀김반죽으로 옷을 입힌 아이스

튀김반죽을 입혀준 아이스크림은

크림을 빵가루로 옷을 입힌다.

그릇에 담아 30분정도 냉동실에

※유의점) 빵가루를 꼼꼼히 잘 입

서 얼린다. 보관할 때 쿠킹호일에

혀줘야 한다.

싸서 보관한다.(냉장고 냄새 방지)

• STEP1. 과학 현상과 관련된 현상을 적는다.
은 과학입니다.
• STEP2.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본다.
이기 때문입니다.
• STEP3. 과학 원리를 적는다.
이 현상은

라는 과학과 관계있습니다.
입니다.

(과학원리)는
• STEP4. 현상을 과학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현상은

이기 때문입니다

• STEP5. 토의 주제를 을 내린다. 요리(법)과 관련된 과학용어를 적어 정리한다.
그러므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튀김 요리는

STEP 8

STEP 7
튀김오일은 200도씨 정도로 새우튀
길 때보다 좀 더 뜨겁게 달군 후 냉
동실에 튀김 옷을 입힌 아이스크림
을 꺼내어 딱 10초만 (겉이 누렇게
변할 때) 튀겨 재빨리 건져낸다.

그림 7

과학이다.

-------------------------------------------------------------------------------------------------------------------------------------------------------------------------

만들기영상

<출처: 예예의 참살이 푸드 뱅크, KISTI의 과학향기 >

4. 아이스크림 튀김을 만들고 나서 소감을 발표하시오,
아이스크림 튀김을 하면서 느낌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
아이스크림 튀김을 하고나서 소감은 한마디로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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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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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모둠명 :

3. 나는 요리 스티브잡스다

학년

분자요리 만들기

반 번호

이름

1. 분자요리란 어떤 요리일까?

(영상) 과학과 요리가 만난 분자요리(놀라운 대회 스타킹)를 보고 분
자요리란 어떤 요리라고 생각하는 한 줄 또는 한 단어로 생각
을 표현해 보면?
분자요리란

이다.

이유는

이기 때문이다.

STEP 1

STEP 2

준비한 음료에 알긴산나트륨을 음
료 : 알긴산나트륨 = 300:2가 되
도록 넣어서 섞어준다.
* 알긴산나트륨은 저온에서는 잘
녹지 않으므로 따뜻한 물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망고 쥬스에 알긴산나트륨을 넣
어 핸드 블랜드로 갈아준다.
(또는 저어준다)

2. 분자 요리 만들기 도전

준비물 : 알긴산 나트륨(식품용), 염화칼슘(삭품용),핸드블랜드(권장)
망고쥬스(300ml)(산성도가 작은 것), 주사기, 전자저울, 계량수푼(또는 일반스푼)
(추가)과제연구: 탄산음료 3종류, 과일 쥬스 3종류

STEP 4

STEP 3

염화칼슘을 측정한다.

원래 색이 돌아올 때 까지 냉장
고에 보관한다

(100:1)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sjjm&logNo=80151062512 >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sjjm&logNo=8015106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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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를 이용한 캐비어 만들기

STEP 9

STEP 8

칼슘 수용액에 주사위의 알긴산액

주사기에 알긴산액을 채운다.

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STEP 5
물에 염화칼슘을 넣고 휘퍼로 저어준다.

STEP 6
망고 쥬스 알긴 혼압액을 스푼으로
떠서 염화칼슘 수용액에 떨어트린다.

STEP 10

캐비어 완성

채로 건져 찬물에 헹군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sjjm&logNo=80151062512 >

STEP 7
채로 건저 내어 찬물에 헹군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sjjm&logNo=80151062512 >

- 127 -

- 128 -

4. 분자요리의 스티브잡스 되기 미션입니다. 미션 수행을 위해서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주사기를 이용한 면 만들기

(미션) 나는 분자요리의 스티브잡스~ Chef. o o o
과학과 요리를 접목하여 새로운 분자요리를 개발하여
분자요리의 스티브잡스가 되어 주십시오.
작품 연구 및 개발 시간은 20분입니다.

STEP 8

영국의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50군데를 선정했다. 독특한 점은 1위부터 3위까지가 이른
바 ‘분자 요리’(molecular cuisine)를 표방하는 식당들이다. 즉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은 '
분자요리'를 다루고 있다. 분자요리란 음식재료의 질감이나 조직ㆍ요리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변형시키거나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음식을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1980년대 후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니콜라스커티와 프랑스의 물리화학
자인 에르베티스가 만나 실험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장비와 요리법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
다. 스페인의 ‘엘 불리’(El Bulli), 영국의 ‘더 팻덕’(The Fat Duck), 프랑스의 ‘피에르 가니
에르’(Pierre Gagnaire) 등은 바로 분자요리로 세계적 식당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분자요리
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계 셰프 상훈 드장브르가 있다. 분자요리를 이용하여 한식
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한식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STEP 9

일정한 힘으로 칼슘수용액에

건져 내어 찬물에 씻는다.

망고 알긴산 액을 주입한다.

<출처: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sjjm&logNo=80151062512 >

Chef. 상훈쉐프

3. 분자 요리속의 과학
여러분이 만든 분자요리 속에 어떤 과학이 숨이 있을까?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가. 알긴산나트륨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눈다면 ?
알긴산 ---

이온,

나트륨 ------

모둠별로 미션 수행을 위한 토의를 하시오.
이온

나. 염화칼슘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눈다면 ?
염소 -----

이온,

칼슘 --------

알긴산 나트룸과 염화칼슘을 이용한 독창적인 분자요리를 개발한다.
이온

가. 만들어진 요리의 포인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다. 알긴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이 만난다면 무엇이 생길까?
알긴산 나트륨 + 염화칼슘 = 염화나트륨

나. 작품명을 작품 포인트가 잘 드러나도록 어떻게 지을 것인가?

+

다.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할 것인가?

라. 분자요리에서 필요로하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막은 어떤 물질일까?
부드럽고 탄력있는 막은

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작품에 대한 소개를 포스팅 하시오.

(과제연구) 어떤 쥬스가 분자요리를 잘 만들까?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자.
분자요리가 가장 잘되는 쥬스는

이다.

이유는

· 우리 모둠의 연구 요리의 요리명은
· 우리 작품의 포인트는

입니다.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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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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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학년

왜? 요리전문가들은 요리를 가르칠 때 과학 원리를 가르칠까?

모둠명 :

4. 미래 유망 요리 직종 탐색

반 번호

이름

요리전문가들은 요리를 가르칠 때 과학 원리를 왜 가르칠까? 여러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입니다.

왜냐하면

1. 인물 탐구

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가.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 이름에 붙은 닉네임을 찾아보자?

국내 분자요리 전문가 서정욱 쉐프는 요리사들에게 분자요리를 가
르칠 때 늘 기본적인 과학원리부터 소개한다고 한다.
식재료를 이해해야 다양한 요리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듯이, 요
리사가 물리, 화학 원리부터 이해해야 새로운 분자요리를 상상해낼

영상

소개 2

소개 1

나. 나의 성장 모델로 한다면,.. 어떤 면을 배울까?

알긴산 이온과 만나 이온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면 칼슘 이온을 넣어도 알긴산

나의 관심을 이끈 것은

입니다.

왜냐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비어 분자요리를 만들 때, 오렌지
주스처럼 산성이 강한 과일주스를 알긴산나트륨과 섞으면 반응성이 큰 수소 이온이

이기 때문입니다.

칼슘 막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원리를 알면 분자요리가 쉽고 재밌어진다.
분자요리사들은 탈수, 유화, 급속냉각, 탄산화 등 요리에 잘 쓰지 않던 기법들을 가
져왔다. 형태와 질감을 바꾸어 독특한 요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식재료의 물리?

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
이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냐면,

화학적 특성을 연구해서 가장 맛있는 온도와 요리방법을 찾아낸다. 경험이나 감에 의
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존하지 않고 과학자가 하듯이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찾아낸다.
고기는 몇 도에서 익히는 게 가장 맛있고 안전할까? 생고기에는 살모넬라균을 비롯
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들어있을 수 있어 높은 온도로 살균한 다음 먹어야 안
전하다. 살모넬라균은 온도에 따라 죽는 시간이 다르다. 57℃에서는 한 시간 이상 가

2. 요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영화를 골라 시청하고 영화 속에서 직업 찾기
영화들의 예고편들이다. 이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청하고 영화속에서 어떤 요리관
련 직업과 적성이 요구되는지 토의해보하여. 코드아래 칸에 적어라.

열해야 하지만 74℃에서는 단 몇 초 만에 죽는다. 그래서 대부분 74℃보다 높은 온도
에서 고기를 구워 살균한다. 하지만 고기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영양소가 파
괴되고 질겨진다. 분자요리사들은 맛과 안전 사이의 딜레마를 최신 분자요리 기법인
‘수비드’로 해결했다. 수비드 기법은 고기를 진공포장한 다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
킨 물에 담궈 익힌다. 57℃면 식중독 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고기가 질겨질 만큼
높은 온도를 가할 필요가 없다.

<출처 : 사이언스올 > 오늘의 과학 (2013.10)>
식객

엘불리

쉐프

줄리&줄리아

3. 요리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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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리 관련 진로 카드이다. 이 중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5. (과제연구) 책속에서 길을 찾다

할지 조사 발표하시오.

독서는 나를 성장하는 비타민입니다. 책속에서 나의 길을 찾아보자.
추천도서를 읽고 나서

줄거리. 느낌, 나에게 미친영향을 적어 포스팅한다.

※ 추천도서가 아니어도 좋다. 자신에 맞는 요리 도서를 선정해도 된다.

그림 9
① 푸드스타일리스트

그림 12
④ 요리치료사

그림 11

그림 10
② 푸드엔터테이너

③ 자연요리전문가

요리계의 스티브잡스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 있다

그림 13

들녘 출판사

홍익출판사

⑤ 주방디자이너

기타 :

만약 내가 요리 전문가가 된다면?
위의 직업 중 관심이 있는 직업을 선택해보자. 만약,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기
타를 선택하여 적어보자.
내가 선택한 직업은

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알아보자.
- 어떤 일을 하나요?
자연음식연구가

세계최고의 식당 엘불리
- 이 직업은 어떤 능력을 중요시 하나요?

- 이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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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동네 출판사

시공사 출판사

(도서) http://www.seehint.com/r.asp?no=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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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프로그램 03 : 교사 참고자료
◆ 1차시 교사 참고 자료 ◆

여러 가지 튀김을 할 때는 채소, 해산물 순으로 튀긴다? YES
식재료에 포함된 수분과 단백질은 기름이 상하게 만든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과 생선에 다량

1. 맛있는 요리에 과학이 있을까? 요리속의 과학 이야기

함유된 불포화지방산과 생선의 체액이 그렇다. 기름이 상하면 역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재료에도 배어들어 애써 만든 음식 맛이 엉망이 된다. 채소 역시 수분이 많지만 단단한 채소는

볶음 요리의 성공은 달군 팬이 좌우한다? YES

수분이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 기름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

볶음은 강한 불에서 단시간에 조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팬에 처음부터 재료를 넣고 볶
는 것이 아니라 달군 팬에 재료를 넣고 볶아야 맛있다. 약한 불에서 볶으면 재료에서

위생을 위해 달걀을 씻는 것이 오히려 독이다? YES

수분이 빠져나와 풍미를 잃어버리고, 식감도 물컹물컹해져 어중간한 찜 같은 요리가 되

간혹 하얀 닭털이 붙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어 손대기 찝찝하게 만드는 달걀. 이럴 때 달

어버린다. 더 강한 불로 하려면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후 볶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걀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물에 씻으면 오히려 달걀을 부패시키는 원인이 된다. 육안으로 보기

재료에 열이 잘 전달돼 표면이 바로 단단해져 냄비 바닥에 잘 들러붙지도 않는다. 또한

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 달걀껍질에는 7천5백~1만 7천 개에 이르는 미세한 숨구멍이 있다.

한 번에 볶는 재료가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 냄비의 절반 정도 양이 적당하다. 가정에

달걀은 숨구멍을 통해 호흡하는데, 이곳을 보호하고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것이 큐티질이라는

서 만든 볶음 요리에 물기가 흥건하거나 기름진 이유는 너무 많은 재료를 넣고 조리했

얇은 막이다. 큐티질은 산란 시 닭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달걀껍질에서 굳은 것으로, 신선한 달

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볶음 재료는 기름으로 코팅되므로 간을 제대로 맞추려면 볶

걀일수록 큐티질이 달걀의 표면을 단단히 감싸고 있어 까칠까칠하다. 그러나 큐티발은 매우 얇

기 전에 밑간을 하는 것이 좋다. 채소 볶음 등은 젓가락으로 계속 섞지 않는다. 열이 달

아 깨지기 쉽고 손으로 비비거나 물로 씻으면 바로 사라져버린다. 결국 보호막이 사라져 달걀

아나버리고 채소 조직이 망가져 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냄비에 올린 채 열이 고루 퍼질

에 미생물이 침입하게 되고, 이때부터 부패가 급속히 진행돼 막 부화된 달걀도 오래된 것과 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한 번 뒤집어 볶도록 한다.

반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된다.

볶음밥의 생명은 불이다? YES or NO

생선 토막은 집에서 다시 씻지 않는다? YES

중국집 볶음밥은 맛있다. 고슬고슬한 식감과 그을린 듯한 ‘불 맛’이 혀끝을 자극해 숟

저녁 식사 때 구워 먹으려고 구입한 갈치 한 마리. 생선 가게에서 토막 낼 때 물로 씻어주긴

가락질을 부추긴다. 그런데 집에서는 도무지 그 맛이 나질 않는다. 단지 화력이 달라서

했지만 영 찜찜해 집에 와서 다시 씻었다면 실수한 거다. 고기나 생선 살점은 표면이 부드럽고

일까? 물론 화력도 이유가 되긴 하지만 몇 가지 원리만 알면 집에서도 맛있는 볶음밥을

자잘한 요철이 많아 물로 씻는 순간 모양도 흐트러지고 풍미도 씻겨 나가기 때문이다. 영 마음

만들 수 있다. 방법도 간단하다. 재료를 넣는 순서만 지키면 된다. 우선 팬을 달군다.

에 걸린다면 소금을 치고 술(소주, 청주 등)을 바르자. 하지만 조개류의 점액은 충분히 씻어내

보통은 처음에 햄과 채소를 넣지만 이번에는 풀어놓은 달걀을 넣도록 한다. 볶음밥의

야 한다. 조개의 세균과 더러움이 모두 점액에 달라붙어 있어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탈이 나

가장 큰 적은 수분이다. 따라서 달걀은 처음에 볶아 단단하게 만든다. 달걀의 단백질은

거나 비린내가 심해 먹지 못할 수 있다. 점액은 물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럴 땐 해수

익을 때 기름과 수분을 감싸는 성질이 있어 마지막에 넣으면 볶음밥이 아니라 달걀덮밥

정도로 소금물을 만들어 헹궈주는데, 부드러운 조갯살은 소쿠리에 넣고 흔들어 씻어내면 된다.

이 된다. 달걀이 반숙이 되면 고슬고슬한 밥을 넣는다. 달걀이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라 달걀의 기름이 밥의 표면에 달라붙는데 이 효과로 볶음밥이 고슬고슬해진다. 다
음으로는 고기와 채소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 양념은 볶는 도중에 넣으면 안
된다. 생고기와 채소에 염분이 묻으면 침투압의 차이가 생겨 소금의 의해 수분이 빠져
나가며 퍼석퍼석하고 축축하게 된다.

고기는 신선해야 맛있다? NO
대부분의 식재료가 신선할수록 맛있지만 고기는 그 반대다. 오히려 신선한 고기의 육질이 더
단단하고 피비린내가 나기도 한다. 동물은 먹이를 통해 얻은 에너지를 ATP(아데노신 3인산)이라
는 형태로 만들어 세포를 활동시키거나 근육을 움직이는 동력원으로 활용하는데, 도살 직후에는
이 ATP가 아직 남아 있어 근육이 질겨진다. 이른바 ‘사후경직’ 현상이다. 소는 도살된 지 1일,

튀김 요리를 맛있게 하려면 달걀과 맥주를 넣는다? YES

돼지는 반나절이 지나면 사후경직이 최고조에 달해 가장 질겨졌다가 점차 경직이 풀리며 연화된

튀김옷을 만들 때 물과 밀가루만 있어도 되지만 달걀을 섞으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진

다. 이것이 숙성 기간이다. 숙성 기간 중 고기 속에 있는 산소가 고기의 성분을 분해하는 ‘자기

다. 밀가루에 달걀을 넣으면 잘 부풀어 오르는데. 이는 달걀물에 공기가 들어가 열로 인

소화’ 현상을 일으켜 고기가 부드러워진다. 동시에 풍미를 좋게 만드는 이노신산이 생기고 단백

해 팽창하기 때문이다. 반죽이 부풀어 틈이 생기면 수분이 잘 빠져 튀김옷이 바삭바삭

질이 2~3개의 아미노산 덩어리로 분해되어 맛도 좋아진다. 보통 쇠고기는 7~10일간 저온에서

하게 팽창하는 것이다. 맥주 등의 알코올을 넣어도 좋다. 맥주는 밀가루가 덩어리지는

숙성을 거치며,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쇠고기에 비해 질기지 않아 따로 숙성 기간을 두지 않는다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글루텐의 점성을 억제해 튀김을 바삭하게 만든다. 베이킹파우더를

< 출처 :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2013. 3월). 리빙센스 라이프스타일 >

물에 녹여 열을 가해도 달걀처럼 튀김옷이 부풀어 오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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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자요리

3.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요리법의 과학원리 삼투원리

삼투현상은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만날 때, 농도가 낮
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액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반투막은 용액에서
특정 성분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성분은 통과시키지 않는 막이다. 배추에 고농도
의 소금을 뿌려 놓으면 반투막을 통해 농도가 낮은 배추 속 수분이 밖으로 흘
러나온다. 이 과정을 통해 배추가 부드러워지는데 이를 배추 숨 죽이기라고 부
른 것이다. 우리의 세포막도 반투막인데 이 반투막을 통해 세포는 필요한 영양
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한다.

그림 5
분자요리는 옥스포드 대학의 물리학자 니콜라 커티스와 프랑스의 화학자
에르베 티스가 식재료의 변형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서신을 교환하던 중,
‘가열로 인한 식재료의 변형’을 어떻게 통칭할까 고민하다가 ‘분자요리’라고
명명하자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탄생했다. 분자요리란

'음식을 분자 단위

까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음식재료의
질감이나 조직ㆍ요리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변형시키거나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음식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료의 분자 배열은 보통 굽고 조
리고 익히는 과정에서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고유의 맛과 향도 사라지기

그림 6

쉽다. 하지만 분자요리는 달라요. 원재료의 맛과 향을 가장 잘 전달하면서
재료를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조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맛뿐만
아니라 상상하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분자요리의 기본은 과학적으로 식재료를 분석하는 데 있다. 조리하는 온
도와 방법에 따라 재료의 분자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씹는 맛과 향 등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며 화학반응을 이용해 재료를 예상할 수 없는 새
로운 형태로 조리한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깻잎은 85℃ 이상에서 요리하
면 채소의 아삭아삭한 느낌이 없어지면서 흐물흐물해지지만 이보다 낮은
83℃로 요리하면 시간은 8~10배 정도 더 걸리지만 사각사각한 채소 맛을
느낄 수 있다.

분자요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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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차시 교사 참고 자료 ◆

3. 아이스크림 튀김 속의 과학과 과학 글쓰기

1. 아이스크림 튀김 인터넷의 다양한 요리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모둠별로 요리방법을 알아 오도록 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요리법이 다른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잘 아이스크림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과제 연구를 제시하여 탐구 토론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요리 실험과정에서 고온의 기름을 사용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를 수행하도록 한다.

아이스크림 튀김 속의 과학 스토리

“ 아이스크림이 왜 안녹는 거지?”
“빵가루에는 탄산수소나트륨(NaHCO3)가 포함돼 있다. 이 탄산수소나트륨은 열을 받
으면 분해돼 이산화탄소(C02)가 생겨. 이산화탄소가 기체층을 형성하면서 아이스크림
과 튀김옷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막아준다. 그래서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뜨
거운 기름에 들어가도 이 기체층 덕분에 아이스크림에 열이 전달되지 못한다.

고온의 기름에 직접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경, 실험복,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기체가 있으면 왜 열이 전달 안돼?”
기체의 열전도율은 매우 낮다. 목욕탕에 가서 하는 사우나를 생각해보자. 사우나의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므로 장난을 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온도는 10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상을 안 입는 이유는 기체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이다.

“기름의 온도가 낮게 오래 하면 안돼?”

주도록 한다.

우선 기름은 190도 이상의 뜨거운 상태여야 한다.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빵가루가
사고 응급조치를 위해 소독거즈를 비치하도록 한다.

부풀기 전에 기름이 배어들어 아이스크림이 녹기 때문이다. 튀김옷을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천천히 떠오르면 약 150~160도, 중간까지 가라앉았다가 곧 떠오
르면 170-190도, 가라앉지 않고 바로 표면에 흩어질 경우 아이스크림 튀김에 알맞은

응급조치 .

190도 이상의 고온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차가운 물에 10~15분 정도 환부를 식혀둔다. 열을
충분히 식힌 후, 가위를 이용해 화상부위에 눌어붙은 옷을 제거한다. 그리고
소독한 거즈로 화상부위를 덮은 후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민간요법 사용에 주의하도록 안내한다.
“피부가 손상된 상태에서 된장이나 소주 같은 것을 바르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병원균의 침투가 더 많이 일어나서 상처 치료나 세균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밖에도 화상부위에 눌어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는 행동.
상처부위에 얼음을 직접 대고 문지르는 행동. 화상부위에 생긴 물집을 터뜨리는
행동들은 세균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이다.

그림 8
“튀김 반죽에 계란을 왜 사용하지?”
튀김가루에 계란이 들어가면 매우 잘 부풀어 오른다, 계란 액으로 공기가 들어가 열
로 인해 팽창하기 때문이다. 반죽이 부풀어 틈이 생기면 수분이 빠지기 쉬워져 튀김옷
이 바삭바삭 쉽게 팽창이 한다. 또한 빵가루와의 접착을 잘해주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튀김을 먹으니까 뜨거우면서도 시원해서 정말 신기해”
목욕을 하고 나오면 굉장히 시원하다. 그것과 같은 원리야. 몸에 물이 묻으면 물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열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식도와 위장을 지나가면서 내장기관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시원하다.
<출처: 김성국(교수, 관동대 명지병원 소아응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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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차시 교사 참고 자료 ◆
1. 분자요리를 위한 재료 준비

아이스크림 튀김 과학 글쓰기
단계별로 적은 내용을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하여 연결하면, 과학 원리를 논거로 한
과학글쓰기 활동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서술형 글쓰기 활동에 도움이 된다.

자료1

식품용 알긴산 나트륨, 염화칼슘 판매

http://www.esfood.kr/shop/main/index.php

(STEP1) 뜨거운 기름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 현상은 과학입니다.
(STEP2)

2, 분자요리 속의 과학

그 이유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은 상온에서도 잘 녹는다. 그런데 고온의 경

분자요리 한 입, 상상력을 맛 본다

우에는 더 잘 녹아야 하는데 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TEP3) 이 현상은 열전도라는 과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STEP4)

열전도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전달 물

질마다 열 이동하는 정도가 다르다,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가 가장 열을 잘 전달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털 옷을 입으면 따뜻한 이유와 같습니다. 아이스

크림이 녹지 않은 현상은 빵가루가 고온인 기름에서 저온인 아이스크림으로 열전달
을 잘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염화칼슘을 녹인 물에 알긴산나트륨을 섞은 과일주스를 한 스푼씩 넣으면 표면에 얇
은 막이 만들어지면서 동그랗고 말랑말랑한 알 모양이 된다. 최고급요리인 철갑상어 알
과 모양과 촉감도 비슷하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품첨가물인 알긴산나트륨의 알긴산 음
이온과 염화칼슘에 들어있던 칼슘 양이온이 결합해 부드럽고 탄력 있는 알긴산 칼슘 막
을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터뜨려 먹어보면 과일주스 맛이 난다.
캐비어 분자요리를 만들 때, 오렌지 주스처럼 산성이 강한 과일주스를 알긴산나트륨과
섞으면 반응성이 큰 수소 이온이 알긴산 이온과 만나 이온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면
칼슘 이온을 넣어도 알긴산 칼슘 막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원리를 알면 분자요리가 쉽

(STEP5) 그러므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튀김 요리는 열전도 과학이다.

고 재밌어진다. 과학시간에 배우는 pH(수소이온농도)나 이온화 경향 같은 개념도 요리를
하면서 배울 수 있다
출처 : 사이언스올 > 오늘의 과학 (2013.10)
http://www.scienceall.com/contents/contents.sca?todo=contentsview&bbsid=35&
pageno=9&articleid=310852&cate1=&cate2=

3. 분자요리에 대한 과제연구 자료
과제연구
음료 중 탄산음료 3종류, 과일 쥬스 3종류를 준비하여 실험을 해보자.
(탐구) 분자 요리로 사용할 수 있는 음료는 어떤 것인가?
(탐구) 분자 요리로 사용할 수 있는 음료의 산성도(PH)는 사용이 어려운 음료에 비해 큰
가? 작은가?
자료1 분자요리의 종류 소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uksoojoa&logNo=15012699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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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차시 교사 참고 자료 ◆
가. 푸드스타일리스트, 요리디자이너
가. 재미있고 쉬운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움 영상 자료
요리에 예술적인 감각을 불어넣는 요리디자이너. 푸드스타일리스트! 이들은 음식에
학생들이 요리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도전 그
리고 관련 지식에 대한 탐구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참고문헌을 참조
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방디자이너) 요리도 과학이다 http://youtu.be/BQIyXWeghXI

2.

(요리엔터테이너) 과학과 요리가 만난 분자요리 @놀라운 대회 스타킹
http://youtu.be/HQeiRr5zWz4

4.
5.

아무리 요리를 잘 만든다고 해도 그 요리가 먹음직스럽게 보이지않는다면 사람들은
손이 쉽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잡지나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해 그 요리를 소개할
경우 더우 그러한데요, 이 때 맛있는 요리를 더욱 맛있게, 멋있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 테이블 공간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어울리는 소품으로 아름

1.

3.

시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요리를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게 형상화 하는 일을 합니다.

(요리연구가) 서정욱세프의 분자요리 소개 : YTN
http://pann.nate.com/video/219592911

답게 꾸미는 일을 합니다. ‘테이블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사회적 교류와 대
화의 장으로서 중요성을 더해 가는 테이블 공간을 그 목적과 기능에 맞는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연출∙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요리만을 전담하는 조리사가 따로 있을 수
있으나, 계획한 음식을 조리도 하고, 보기 좋게 담는 일까지 푸드스타일리스트가 하기
도 합니다. 테이블 주변에 어울리는 소품을 놓고, 전체적인 음식과의 조화가 잘 이루

요리 과학을 만나다! 미식혁명, 분자요리 (과학카페 190회)

어졌는지를 확인하죠. 의도와 맞지 씬？경우 소품의 위치를 재배치하거나 바꾸게 됩

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science/index.html

니다.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잡지, 광고 등에서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음식이

(요리연구가) 상훈 드장브르
http://youtu.be/ZGrxhbCDDYw
http://news.donga.com/Culture/3/07/20111102/41569776/1

카메라 앞에서 최상의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며, 최근 많이 생겨나는 외
식업체에서 메뉴의 특성과 색상을 고려하여 메뉴를 개발하거나, 이에 어울리는 소품
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푸드스타일리스트의 할 일입니다.

6.

자연요리전문가 임지호 http://blog.daum.net/gilo20/19

7.

(영상) 자연요리연구가 임지호 http://youtu.be/K6GbDwqE0FU
http://ch.yes24.com/Article/View/22537

8.

(영화) 식객(2007)

http://youtu.be/31VXTFuNLYA

유사직업명 :

9.

(영화) 쉐프(2012)

http://youtu.be/QLoxUS0eFA0

푸드코디네이터, 테이블코디네이터, 테이블아티스트, 테이블데코레이터

핵심능력 : 손재능, 창의력

10. (영화) 엘 불리: 요리는 진행 중(2011) http://youtu.be/cDxl02Y0Oyk
11. (영화) 줄리 & 줄리아 (2009) http://youtu.be/2DVXeYU9SOs

관련학과

12. (영화) 요리영화 안내

식품영양과, 식품영양학과 , 식품조리과 , 외식조리과 , 푸드스타일리스트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y_lovemind&logNo=50175203724

적성 및 흥미
요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요리능력,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 음식과
소품의 장식 능력, 음식의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대한 지식과

나.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도움 글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미적감각과 색채감각 역시 갖추고 있으면 유리하
다. 요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릇과 소품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잖아요. 무엇을 하든 초중고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촬영 조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절 배운 내용은 다 상식이 돼요. 아직 꿈이 없다면 오히려 모든 공부를 다 열

재빠른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요구된다.

심히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겠죠? 기억하세요. 모든 경험은 ‘비

꾸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타민’이다!”

무거운 식자재들을 정리하고 운반할 수 있는 체력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 의대생에서 요리사로… 한식당 최초로 ‘미슐랭 스타’ 받은 셰프 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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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커리어넷: 미래의 직업세계>직업정보>직업정보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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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푸드 엔터테이너먼트, 요리강사

다. (자연)요리연구가

최근 연예인만큼 유명한 스타 쉐프 ‘에드워드 권’ 이나 방송인으로서도 손색없는
활약을 보여주는 요리연구가 ‘빅마마 이혜정’ 등 그야말로 푸드 엔터테이너들의 활
동은 예전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의 활약과 함께 요리 자체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워졌다. 그들의 대중적 인기 요인은 단순히 그들이 “요리를 잘 하는 사람” 이라
는 것 뿐 아니라 “요리법을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요리연구가이자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는 “푸드 엔터테이너먼트”, “요리
강사”는 비단 TV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무궁무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자연식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탄수화물·지방·단백질 섭취
를 줄이고, 소식(小食)으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음식을 명상의 재료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다양한 음식문화 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자연요리연구가, 유기농자연
식운동가, 음식명상연구가들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길 닿는 대로 재료를 찾고, 손
길 닿는 대로 요리를 만들면서,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터득한 맛의 철
학을 연구하여 요리 행위 예술가, 요리 철학자, 자연 요리 연구가, 한국 요리 외교관
등으로 알려진 임지호 자연요리연구자가 있다. 자연요리 연구가로 해외에 알려지면
서, 그는 유엔에 초청을 받아 요리를 선보였는가 하면, 외국 방송에 출연하여 한국

핵심능력 : 손재능, 창의력, 스피치능력, 퍼포먼스 능력

음식을 알리기도 했다. 임지호는 세계에 한국 음식을 널리 알린 공로로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고, 2006년 말에는 미국 유명 요리 잡지의 커버스토리를 장식했으며

유사직업명 :
‘요리강사’ ‘퍼포먼스푸드전문가’ ‘푸드엔터테이너’ ‘푸드디렉터’

‘경기 으뜸이’로 선정됐다. 또 2009년 4월, 임지호를 주인공으로 한 로드푸드 다큐
멘터리 SBS스페셜 「방랑식객」이 방송되기도 했다.

적성 및 흥미
요리 전문가이면서도 방송이나 강연에서 연예인처럼 퍼포먼스와 재밌
는 이야기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끄는 그의 재주가 있어야 한다. 방송
에서 요리를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볼거리와 스피치 능력을

핵심능력 : 손재능, 창의력, 탐구심

보여주어야 한다.

유사직업명 : 조리사, 요리주방장, 분야별 요리전문가

퍼포먼스요리사가 되려면?

관련자격증

퍼포먼스요리사는 요리하는 과정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칼이나 불,
음식재료를 이용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퍼포먼스요리사가 되는
과정은 일반 요리사와 같다. 우선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하거나 요
리학원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요리사의 길로 입문한다. 한국조리
과학고나 생활과학고와 같은 특성화고에서 미리 재능을 키워나갈 수도
있다. 조리사 자격시험(기능사 2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장하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요리 등 5종류가 있으며 자격증으로 일부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입학이 가능하다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
기능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적성 및 흥미
예민한 미각이 필요하며 새로운 음식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 체력이 요구된다. 예술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각 분야별 전문적 지식이 매우 요구된다. 관련 요리자격
을 취득한 후에도 각 분야별 전문요리 연구가가 되기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출처: 커리어넷: 미래의 직업세계>직업정보>직업정보 상세 >

(참고) 자연요리전문가 5일
http://happy.design.co.kr/in_magazine/sub.html?at=view&info_id=60761&c_id=00010006

<출처: 꿈나래21( http://blog.naver.com/knarae21/40099158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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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방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라. 요리 치료사
요리치료(Cooking Therapy)는 요리(Cooking)와 치료(Therapy)
가 결합된 학문이며 심리치료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요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다양한 조리방법을 통해서 자아표현, 자아수
용, 승화, 통찰하는 과정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성장을 촉진시키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다. 요리

요리치료

치료는 요리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장애, 정신질
환, 발달장애, 노인질환, 정신지체, 신체장애, 행동장애 등의 다

양한 정신적인 외상들이 요리활동을 통해 표현됨으로써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긴장과 불안
을 해소하게 하며, 개인이 가진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도움
을 주는 심리학의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 요리치료는 미각, 청각, 후각, 시각, 촉각 등
오감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작품을 먹을 수 있다는 데서 매우 유용한 치료방법으로 현
장에서 상담과 치료사로서 활동한다.

예전에 제품을 고를 때는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고르는 데만 열중했으
나, 요즘 구매자들은 품질은 물론 이른바 감각적이고 멋진 디자인의 상품을 고르느
라 고민한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품질 면에서 다른 회사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
라면 자사 상품을 히트시키기 위해 디자인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현실입
니다. 이 분야에서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제품 디자이너이다. 은
주방기구나 문구류에서 전기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중장비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제
품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기능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들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제품 디자인 분야는 여타의 다른 디자인 분야보다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다.
가령 주방을 디자인할 경우, 디자인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기능과 재
료, 구조학, 인간공학적 측면, 생산기법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시장조사를 통한 소비패턴 분석, 기술팀과의 협의,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검사, 부품
및 자재회사와 판매현자에까지 뛰어다녀야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일까지 모두 제품 디자이너들의 일이다.

핵심능력 : 요리분야 손재능 + 교육관련지식 +치료관련 지식
관련학과 : 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관련학과,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관련학과, 유아교육과, 건강교육과, 청소년지도학과,
정학과, 식품영양학과, 미술교육과, 종교철학과, 재활학과, 재활치료학과,
신과, 소아과, 사회학과, 철학과, 보건학과, 언어치료학과, 직업재활학과,
방의학과 등
유사직업명 : 요리활동지도사, 요리심리치료사, 요리치료사, 방과후 지도사
관련자격증 취득 방법
요리치료 지도사는 치료 대상 및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요리 활
동 과정에서 수학, 과학, 미술 등이 포함된 레시피를 통한 요리 활동과정을
통해 학습, 치료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창의력, 사회성, 정서
발달 및 다양한 치료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말하며 관련 민간
협회에서 양성과정을 이수 후 test를 통해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예를 들면, 아동요리지도사 + 요리치료사 자격증은 한국아동요리지도자협회에
서 취득할 수 있다.
요리치료사 활동영역
사회복지관. 재활원 - 특수학교. 특수학급 방과후 강사 - 사설치료센타
장애어린이집 - 아동요리지도자 - 문화센터 - Home Therapy운영

핵심능력 : 손재능, 공간시각능력, 창의력
유사직업명 : 가구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관련자격증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적성 및 흥미
제품디자이너는 조형미와 미적 감각, 창의성 등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마케팅감각과 상업적인 아이디
어가 있어야 한다. 표현력이 뛰어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
며,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성격이 요구된다.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 제품 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탐구형과 예술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혁신, 성취,
분석적 사고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출처: 커리어넷: 미래의 직업세계>직업정보>직업정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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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과제
과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도구

상

를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동료에게 설
명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관련 직업 탐색을 통해 직업 역량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 요리관련 진로 탐색을 통해 융합적 사고로 다양한 요리
진로 펼쳐짐을 알고, 새로운 요리 관련 진로를 설계할 수
의 나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주제

기체 속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온도와 부피,

01

밀도 관계를 말 할 수 있고, 관련하여 종이 비행기과 열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관찰평가지
(학생/교사용)

요리속의 과학 예를 찾아 말할 수 있으며, 아이스크림 튀
김과 분자 요리를 과학을 이용하여 설명 할 수 있으며,

기구의 원리를 말할 수 있으며. 주어진 미션에 적합한 기
구를 제작하고 관련 직업 탐색을 통해 직업 역량을 조사
하여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였다.

주제
03

창의적 요리 세계가 과학지식과 아이디아 산출 역량과 관
중

기체 속에 작용하는 물체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힘과 온

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리관련 진로 탐색을 통해 융합
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요리 진로 펼쳐짐을 말할 수 있으
며, 모둠 토의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의

도와 부피 관계를 알고, 종이 비행기과 열기구를 제작할
줄 알며, 관련 직업 탐색을 통해 직업 역량을 조사 발표

나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할 수 있다..
프리베리어 활동의 의미를 말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요리속의 과학과 관련 있음을 알고, 아이스크림 튀김과
분자 요리에 관련된 과학 원리 말할 수 있으며, 창의적

를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 능력과 심미적 역량을

요리 세계가 과학지식과 아이디아 산출 역량과 관련 있음

발휘하였으며,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파동의 발생과 감각
상

하

기관에서 뇌의 전달로 설명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청각
장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골전도 스피커의 원리를

을 알고, 요리관련 진로 탐색을 통해 융합적 사고로 다양
한 요리 진로 펼쳐질 수 있믐을 알고, 새로운 요리 관련
진르를 말할 수 있다. 모둠 토의 과정에서 맡은 바에 충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션에 맞는 프리베리

실이 수행한다.

어 유니버셜 디자인을 하믄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였
다. 모둠 활동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발표 활동
에서 다양한 전략으로 동료에게 설명할 수 있다.
프리베리어 활동의 의미를 말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주제
02

를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 능력과 심미적 역량을

관찰 및 산출물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프로젝트

발휘하였으며,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파동의 발생과 감각
중

기관에서 뇌의 전달로 설명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청각
장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골전도 스피커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션에 맞는 프리베리
어 유니버셜 디자인을 수행하였다. 모둠 활동에서 아이디
어 나눔과 발표 활동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프리베리어 의미를 알고,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론을

하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식과 아이디아 산출 역량과 관련 있음을 설명할 수 있고

있다. 모둠 토의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였다.

하

모둠토론 활동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창의적 요리 세계가 과학지

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주어진 미션에 적합한 기구

중

평가도구

요리속의 과학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으며, 아이스크림
튀김과 분자 요리를 열의 이동과 화학반응의 과학 원리를

기체 속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생성 원리와 온
도와 부피, 밀도 관계를 이용하여 종이 비행기과 열기구
상

평가방법

말할 수 있으며, 소리가 들리는 과정, 파동의 발생 과정을
말할 수 있으며, 골전도 스피커를 제작하고 모둠 활동에
서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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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01. [소리로 밝히는 밝은 세상 ]

가. 자기/동료/ 교사 관찰 평가지 (주제 1, 주제 2, 주제 3)

모둠명 :

자기평가/ 동료평가/교사관찰평가

학년

반 번호

자기평가/ 동료평가/교사관찰평가

학년

이름
평가결과
잘함(상) 보통(중) 미흡(하)

평가요소

반 번호
평가요소

이름

모둠명 :
평가결과
잘함(상) 보통(중) 미흡(하)

① 청각장애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이해하고 있다.

① 비행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기능을 탐구로 발견하여 시연할 수 있다
②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② 비행기의 비행 원리를 베르누이 정리로 설명할 수 있다.
③ 상황에 맞는 종이비행기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발표할 수 있다.

지식

③ 골전도 스피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지식
④ 열기구를 기체 분자 운동과 샤를 법칙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④ 미션에 맞게 골전도 스피커를 다양한 용도로 할수 있다.

⑤ 열기구와 비행기는 기체의 성질과 특성을 이용함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청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⑥ 관심 있는 항공 진로를 탐색하여 소개할 수 있다.
⑥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태도를 가졌다

⑦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태도를 가졌다

⑦ 토의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⑧ 토의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태도

태도
⑨ 아이디어 나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⑧ 아이디어 나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⑩ 발표 준비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⑨ 발표 준비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기 평가
종합평가

지식
중

상

항목별성취도(상,중,하)
태도
하
상
중
하

빈도
종합평가
상
중
하

자기 평가
항목별성취도(상,중,하)
지식
태도
중
하
상
중
하

배울점/도움내용
종합평가
상

동료평가 하기
모듬원 명
ooo
ooo
ooo
ooo
학생명
000
000
000
000

⑦

항목별성취도(상,중,하)
⑧
⑨
⑩

종합평가

행동특성

모듬원 명
ooo
ooo
ooo
ooo
피드백 내용
모둠원 명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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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점/도움내용

동료평가 하기

배울점/도움내용

교사 관찰평가_ 학생별 특징 기록하기

빈도
종합평가
상
중
하

⑥

항목별성취도(상,중,하)
⑦
⑧
⑨

종합평가

배울점/도움내용

교사 관찰평가_ 학생별 특징 기록하기
행동특성

피드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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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03.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

나. 프로젝트 평가지( 주제 2)

자기평가/ 동료평가/교사관찰평가

학년

반 번호
평가요소

이름

모둠명 :

모둠명
평가

평가결과
잘함(상) 보통(중) 미흡(하)

평가 영역

5

① 아이스크림튀김의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요리는 과학임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수행셜계

역할관리/시간관리/평가관리가 잘 설계되
어 있는가?

수행과정

자기관리(책임감,시간지키기등)을 잘 하는가?

지식
모둠별
평가
(25)

③ 창의적 요리 세계가 과학과 관련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평가항목

④ 요리 분야 진로 탐색을 통해 성장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산출물

주제에 적합하고 융합적 사고를 기반한
창의성을 보이는가?

발표

과학적 근거를 활용 발표하고 공감과 청
중의 존종 전략을 사용 하는가?

모둠별 협동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아이디어 나눔에
적극적인가?

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태도를 가졌다

4

3

2

1

합계
② 토의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모둠원(번호)

15

17

20

상

중

상

21

태도
자기평가점수(5)

③ 아이디어 나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별
평가
(25)

④ 발표 준비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체크리스트(10)

자기 평가
항목별성취도(상,중,하)
지식
태도
중
하
상
중
하

종합평가
상

합계

빈도
종합평가
상
중
하

배울점/도움내용
종합
평가
(50)

동료평가 하기
모듬원 명
ooo
ooo
ooo
ooo
모둠원 명
000
000
000
000

⑥

동료평가점수(10)

항목별성취도(상,중,하)
⑦
⑧
⑨

종합평가

배울점/도움내용

모둠별평가 점수
+개별평가 점수
상(40이상),
중(25이상),
하(25미만)

※ 평가 노하우 : 자기평가/동료평가/관찰평가 항목을 일치하여 평가 결과에 다른 객관적 분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 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 자료로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일 항목에 대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그리고 전문가
인 교사의 평가와 비교 분석되어 짐으로 인해 학생의 피드백 효과가 높아짐

교사 관찰평가_ 학생별 특징 기록하기
행동특성

피드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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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주제선택활동)
가.

다.

1주제 : 나의 아름다운 꿈 비행
항목

3주제 : 맛있는 요리는 과학이다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과학) 기체 속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생성 원리와 온도와 부피, 밀도
관계를 이용하여 종이 비행기과 열기구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음, 주어진 미션

교과학습발달상황

에 적합한 기구를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동료에게 설명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발표하는 과정에서 증거에 기초한 토론 활동 및 탐구설계와 수행 능력을 발휘
함, 관련 직업 탐색을 통해 직업 역량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함

(과학) 요리속의 과학 예를 찾아 설명하고, 아이스크림 튀김과 분자 요리 과정
에서 열의 이동과 화학반응의 과학 원리를 이용하여 과학적, 기술적으로 수행하
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함, 창의적 요리 세계가 과학지
교과학습발달상황
식과 아이디아 산출 역량과 관련 있음을 설명할 수 있고, 요리관련 진로 탐색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통해 융합적 사고로 다양한 요리 진로 펼쳐짐을 알고, 새로운 요리 관련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진로를 만들어 내는 등 융합적 사고를 보여줌. 모둠
토의 활동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의 나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의사소통능력을 발휘함

(스팀과학) 기체 속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생성 원리와 온도와 부피,
밀도 관계를 이용하여 종이 비행기과 열기구의 원리를 설명함. 주어진 미션 수
자유학기 주제선택
주제선택활동

행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고 주어진 일정에 맞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적합한 기구를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동료에게 설명하고 발표
하는 과정에서 자기관리 및 정보처리 능력과 자기관리능력을 보여줌, 구성원 모
두 노력하여 미션을 수행하게 됨에 기뻐함. 관련 직업 탐색을 통해 직업 역량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함.

학생부 기재 예시

자유학기
주제선택

(스팀과학) 요리속의 과학 예를 찾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능력을 발휘
함. 아이스크림 튀김과 분자 요리 과정에서 열의 이동과 화학반응의 과학 원리
를 이용하여 과학적, 기술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창의성을 발휘
함, 창의적 요리 세계가 과학지식과 아이디아 산출 역량과 관련 있음을 설명할
수 있고, 요리관련 진로 탐색을 통해 융합적 사고로 다양한 요리 진로 펼쳐짐을
알고, 새로운 요리 관련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기관리 및 정보처리 능력
을 발휘함. 모둠 토의 활동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의 나눔에 적극적
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의사소통능력을 발휘함

※ 기록 노하우 :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경우 자유학기의 주제선택과 일반 교과 수업를 연계하여

나.

2주제 : 소리로 밝히는 세상
항목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팀형 자유학기는 시수 확보로 인해 일반 교과
학생부 기재 예시

와의 연계가 많아진다. 이에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교과학습 방달 상
황에는 과학 핵심역량과 과학적 기능을 기술(기울임체참조)하고, 자유학기 주

교과학습발달상황

(과학)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파동의 발생과 감각기관에서 뇌의 전달로 설명함. 청

제선택의 부분에는 2015 6개 영역의 미래 핵심 역량 중심을 추가하여 기록함

각장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관련하여 골전도 스피커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

으로서 교과목표와 스팀교육의 목표를 동시 수용할 수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음. 이를 기반으로 미션에 맞는 프리베리어 유니버셜 디자인을 하믄 과정에서 문제

인식과 자료의 수집 본석 및 해석 능력, 그리고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함.
(스팀과학) 프리베리어 활동의 의미를 말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능력

과 공동체의 삶과 인격 존중에 대해 공감하는 등 심미적 역량을 발휘함. 소리가
자유학기
주제선택

들리는 과정을 파동의 발생과 감각기관에서 뇌의 전달로 설명할 수 있으며, 관련
하여 청각장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골전도 스피커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
며, 이를 기반으로 미션에 맞는 프리베리어 유니버셜 디자인을 하믄 과정에서 창

의성을 발휘함. 모둠 활동에 아이디어 나눔과 발표 활동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
였으며, 산출물 발표에서 모둠원 모두 다양한 설명 전략을 이용하여 공동체 및 의

소소통 능력을 발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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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홍보 및 프로그램 적용 활동

전남 WELCOME-STEAM DAY 언론보도 영상
https://blog.naver.com/jnehongbo/221353044196

STEAM 프로그램 적용 공개 수업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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