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행사개요|
|슬 로 건|

융합인재교육(STEAM), 꿈과 끼를 깨우다!

|행사장소| COEX 3층 C 2,3홀
|행사목적| 2013년 융합인재교육(STEAM)연구결과 전시,
핵심 내용 및 주요 성과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의 계기 마련
|주최/주관|

|행사구성| - 개막식
- STEAM 시도별 전시
- 학술대회 전시
- 과학중점학교 심사
- STEAM 주제관

1부 (오전)
10:00~11:00

등록 및 성과물 전시

11:00~11:10

개막영상 상영 및 오프닝 공연

11:10~11:15

개회식

11:15~11:20

인사말씀

11:20~11:25

축사

11:25~12:00

성과물 전시·관람

12:00~13:30

점심식사

2부 (오후)
13:30~13:45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보고

13:45~14:30

사례 발표(초등)

14:30~15:15

성과물 전시·발표

15:15~16:00

사례 발표(중등)

16:00~16:45

성과물 전시·발표

16:45~17:00

우수 전시물 시상 및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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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시·도별 STEAM현황

17개 시 · 도별 STEAM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1. STEAM 교육 운영 현황(서울)

2. STEAM 교육 운영 현황(부산)

3. STEAM 교육 운영 현황(대구)

4. STEAM 교육 운영 현황(인천)

5. STEAM 교육 운영 현황(광주)

6. STEAM 교육 운영 현황(대전)

7. STEAM 교육 운영 현황(울산)

8. STEAM 교육 운영 현황(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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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 · 도별 STEAM현황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9. STEAM 교육 운영 현황(경기)

10. STEAM 교육 운영 현황(강원)

Part 4
STEAM 성과자료
11. STEAM 교육 운영 현황(충북)

12. STEAM 교육 운영 현황(충남)

- 교사연구회
- 리더스쿨
- 미래형과학교실

13. STEAM 교육 운영 현황(전북)

14. STEAM 교육 운영 현황(전남)

15. STEAM 교육 운영 현황(경북)

16. STEAM 교육 운영 현황(경남)

15. STEAM 교육 운영 현황(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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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자료(교사연구회)

[서울]

역삼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역사가 꿈틀꿈틀, 신나는 STEAM 수업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이 건달등이라구?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와 에너지 전환을 이해한다.
- 발전실험을 통해 운동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전환을 안다.
- 최초의 전등이 왜 건달등이었는지를 이해하고, 발전원리를 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T

옴의 법칙

나만의 LED
전등 만들기

발전기와
전등연결

건달등
유래

최초의
전지

전기 만들기
: 운동에너지와
전기에너지 전환 이해
*열효율 이해하기

누가 먼저 불 밝히나?
전구의 수가 많아질수록
전압이 높아져~
LED키트 만들기

STEAM

상황 제시

전기단원을 마친 기념으로 전기를 만들어보자
- 발전과정을 통해 에너지의 전환을 이해한다.
- 전지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이해한다.

창의적 설계

누가누가 불을 먼저 밝히나? 힘 좋은 친구는?
- 자신이 창의적으로 만든 LED키판에 불을 밝히는 과정
- 전류의 병렬연결을 이해하고 저항이 증가할수록 전압이 커지는 옴의 법칙을 몸으로 체득한다.

감성적 체험

경복궁 안의 건청궁에 전등이 들어오게 된 유래
- 가로등의 별명이 '건달등'이 된 이유는?
- 외세 맞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던 위태롭던 조선의 왕, 고종에 대한 이해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프로그램 실시 교사들의 소감
-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를 재구성하면서 전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STEAM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통해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 사고력을 높이게 되었다.
- 수업연구를 통해 재미있는 수업를 실시한 뒤의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수업 흐름도
발전의 원리 이해 → 전기를 만들어 보자 →
나만의 LED 키판제작 → 누가 누가 불을 먼저 밝히나
→ 옴의 법칙 → 역사-조선후기 최초의 전등
→ 최초의 전지 볼타전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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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예비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예비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위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무동력 자동차의 설계 및 제작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기술·공학적 태도 함양
학교 교육 현장에서 3D 프린터와 같은 첨단 IT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예비 공학자로의 진로 탐색
무동력 자동차 멀리 보내기 경연을 통한 감성적 체험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M

A

힘과 운동의 이해

아이디어 구상
및 차체 조립

스케치업을 이용한
3D 프린팅

거리 측정 및
속도 계산

포트폴리오 작성

상황 제시

영국에서 개최하는 무동력 자동차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무동력 자동차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무동력 자동차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창의적 설계

무동력 자동차의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결합해 아이디
어를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시제품 출력 및 제작을 한다.

감성적 체험

최신의 제조 기술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해 봄으로써, 예비 공학자로
서의 진로 탐색과 무동력 자동차 멀리 보내기 경연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STEAM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기대했던 것 보다 완성도가 높아서 만족스러웠어요. 선생님이 프린트 하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스케치업을 더 열심히 배워서 다른 제품들도 만들건데 인쇄해 주실거죠?
선생님이 미리 뽑아놓은 다양한 제품들이 신기했어요. 특히 호루라기 소리가 날 때는 전율이!
자동차 축 연결이 쉽지 않았지만 실제로 달리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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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약용식물 ART BOOK Projcet

활동내용
1.활동 목적
식물을 이용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활 속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 STEAM의 개념이 적용됨을
학생들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약용식물 ART BOOK Projcet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식물을 이용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활 속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 STEAM의 개념이 적용됨을 학생들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2. 운영방식
수월성 교육일 기반으로 동아리 형태로 운영

3. 특징
1. 총7회에 걸친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
교실 밖의 학습효과를 최대화
2.조별 활동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협동을 통한 과제 해결을
경험하도록 함
3. 진로심리 검사(MBTI검사), 진로유형 탐색 등 진로 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
4. 창의적 체험황동의 동아리 활동, 방학중 전일 체험활동 ,
방과후 수업 다양한 형태의 수업으로 운영
5.블록타임으로 수업을 운영하여 총 80차시의 시수 확보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M

A

E

T

약용식물
생태 탐사

ART BOOK
설계

ART BOOK
제작

스마트폰 어플
개발

스마트폰
어플 개발

상황 제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식물 중 약으로 쓸 수 있는 식물을 안내하고 각자 관심 있는 분야
의 약용식물 안내서를 만들 수 있을지 질문한다.

창의적 설계

교정, 길동생태공원, 한택 식물원 등 탐사를 통한 약용식물 조사를 하고 아티스스 포트폴리
오 전을 관람하여 조별로 구상한 ART BOOK을 설계하고 제작하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조별로 제작한 ART BOOK에 대한 작품 설명회와 제작한 ART BOOK을 교내 축제때에 전시
하도록 하여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운영결과
1. 교사소감

-지금껏 경험했던 수업과는 다른 수업이라서 재미있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색다른 경험이 많아서 좋다.
-내가 직접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보람 있다.
-모둠원들과의 협력이 잘 되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진로검사, 대학교수님의 특강 등 특별한 경험이 많다.

새로운 수업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보람 있다.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 사전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하기에는 수업 차시가 많이 소요되어 시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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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암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다양한 교과 연계 STEAM 교육

활동내용
1. 교과 연계 융합교육(STEAM) 실시

대표 STEAM 프로그램

카멜레온 Cup, 변신의 비밀은?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시온물감으로 다양한 물건 디자인을 통해 열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주변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창의적 사고력 함양

- 교과연계 융합교육(STEAM)은 주제 중심의 교과연계 융합수업

2. 교과연계 융합교육(STEAM)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주제1 :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 (과학) 힘의 합성과 분해
- (기술) 토목건설 기술과 다리의 구조 및 종류 알아보기
- (수학) 도형의 성질(삼각형 등)을 이용한 효율적인 다리 모형 설계하기
- (국어) 다리에 대한 글쓰기 및 감상하기
- (과학) 힘의 합성 이용한 다리 설계 제작 및 평가하기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눈으로 보는
온도

카멜레온 컵
제작

다양한
변신 캐릭터
디자인

그림으로
표현하기

온도와 색의
변화 관계

주제2 : 친환경 비오톱 옥상 정원 만들기
- (과학) 식물의 광합성
- (기술) 친환경주택 설계하기
- (국어) 비오톱 설명문 쓰기
- (미술) 친환경 학교 정원 꾸미기
주제2 : 카멜레온 컵, 변신의 비밀
- (과학) 소리의 발생과 파동성 이해하기
- (기술) 나만의 악기 설계 및 제작하기
- (과학) 자작악기의 소리 분석 및 연주하기
- (음악) 자작악기 모둠별 연주회 및 평가

STEAM
학습 준거 틀

상황 제시

컵의 색깔 및 캐릭터의 색깔변화 관찰을 통해 시온물감의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다.

창의적 설계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온물감을 이용하여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창의적으
로 생각하게 함으로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감성적 체험

자신만의 독특한 컵의 색깔 변신을 통해 작품 제작의 기쁨을 느끼도록 한다.

운영결과
1. 교과연계 융합수업에 대한 학생만족도 결과 : 수업참여도 및 흥미도 상승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2 . STEAM수업 후 교사의 변화 : 교사 간의 융합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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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석포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녹색기술을 활용한 SELF-STEAM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적용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21C 다빈치 외륜선 제작하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1. SELF-STEAM 프로그램 개발 목록
가. 녹색성장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GREEN SELF-STEAM 프로그램
1) 친환경 태양광 자동차 제작
2) 적정기술 활용 효율적 태양열 오븐 제작
나. 과학영재학급 적용 과학중점 설계기반 SELF-STEAM 프로그램
1) 21C형 다빈치 외륜선 제작하기 2) 무지개 만들기
다. 교과수업 적용 설계기반 SELF-STEAM 프로그램
1) 골드버그(빛과 소리를 내며 달리는 최신형 롤러코스터, 도미노, 풍선, 지그재그 연결) 제작
2) 자기부상 열차 제작

2. 특색있는 SELF-STEAM 프로그램 적용사례-21C형 다빈치 외륜선 제작
가. 개요: 대표적 융합형 인물 다빈치의 뛰어난 설계도중 하나인 다빈치 외륜선을 친환경적이
면서도 추진력이 뛰어난 21C형으로 제작하는것을 도전과제로 결정하고 STEAM 학습 준
거에 따른 모든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여 다빈치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산출물 제
작을 통해 감성적 체험을 경험하며 스스로 익히는 SELF-STEAM활동으로 융합적 문제 해
결력이 신장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진행 순서

대표적 융합형 인물 다빈치의 뛰어난 설계도중 하나인 다빈치 외륜선을 친환경적이면서도 추진력이 뛰어난 21C형으로 제작하기
위해 STEAM 학습준거에 따른 모든 과정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면서 감성적 체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탐
구하고 깨우치는 SELF-STEAM활동으로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T

E

A

부력의 원리
작용 반작용
무게중심

외륜의
도형적 의미
속도 구하기

동력전달
기계요소탐구

첨단 소재와
동력의 활용

외륜선 외형
디자인 탐구

상황제시
-도전과제 결정

STEAM

3. SELF-STEAM 활동 이후 나타난 교육적 효과

4. SELF-STEAM 효과성 검증 결과

창의적 설계
아이디어 협의 및
설계 디자인

창의성, 작동성,
예술성이 융합된
외륜선 제작 과정

상황 제시

타임캡슐 타고 온 다빈치의 영상 편지 속에는 다빈치 외륜선을 21C형으로 제작해달라는 다빈치
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다빈치와 교감하면서 설계도를 분석, 결국 도전과제로 다빈치 외륜선을
21C형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한다.

창의적 설계

- 기초지식탐구 : 제작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팀별로 조사하고 심화탐구 한다.
- 설계 및 제작 : 학생상호간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역할분담을 하여 모둠 별 개성
을 살린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 서바이벌 : 수상레이스 경주를 하여 기능을 경합하면서 다른 팀과 비교해본다
- 발표 및 토론 : 외륜선의 외형 및 기능, 동력전달방법, 재료의 장점에 대해 발표할 내용을 작
성하고 발표하여 모둠 별로 상호평가 및 토론을 한다.

학습 준거 틀

5. 감성적 체험 활동 모습

과제수행을 위한
기초지식 탐구활동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함께 토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여 보람을 느꼈고, 친구들
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2. 교사소감
수업과정에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수업주제를 완성해가는 새로운 수업모델을 만들었다.

166 | 2013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중등

Part 4 성과자료 교사연구회 |

167

[부산]

동주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전통과학문화재 융합형 자료개발 (첨성대)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전통문화재 중 과학관련 첨성대의 탐구를
바탕으로 현대의 기술을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땅의 진동에 의해 아래쪽에서 힘이 위로 주어질 때, 가운데 부분의 흙이 가라앉을 때, 한 쪽으로 기울어 질 때의 건축물의 변형을
나타낸 것이다. 어떻게 힘을 받는지 설명해보자.

[학교급/대상학년] 중 고등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첨성대 축조의
과학 원리

첨성대의
기술적 원리

천문대로서의
기능에 맞는
축성원리

첨성대의
예술성

첨성대의
안정성에 대한
수치 탐구

첨성대의 실축도

STEAM

첨성대와 망원경 비교

인도 산치 대탑

상황 제시

첨성대의 윗부분인 정자석부분이 사각형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첨성대의 중앙부분에 4각형의 구멍이 뚫려있다. 이것의 역할을 무엇일까?

창의적 설계

첨성대가 천문관측을 위한 건축물이었다고 기록되어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감성적 체험

첨성대가 신라시대에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란 설이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할까?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첨성대와 망원경 비교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곡선 형태를 살펴보면 하나의 연속 곡선이 아니라 두 개의 직선과 두 개의 곡선으로 연결된 복합 곡선임을 알 수 있다. 즉, 1단부터
12단 까지는 완만한 2차 곡선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위로 20단까지는 사선(비스듬한 직선)으로 되어 있으며 그 위로 23단까지는 직
선과 직선을 연결하는 이변 곡선이며 다시 그 위로 27단까지는 수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형태미를 갖는다. 실
물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첨성대의 설계자는 원주부 하부에 채운 흙, 남쪽 창구의 위치 등을 매우 주도 면밀하게 고려하여 안정성
과 기능성을 배려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11단 이하에 채운 흙은 본래의 모양으로부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에서 받쳐
주는 힘을 갖는 역할을 함으로써 건물을 쌓아 가는 동안 무너지는 위험을 줄였으며, 완공 후에는 지진, 진동, 기초의 부등침하(不等
沈下, 균등하지 않게 기울어지는 현상) 등에 대비하여 첨성대의 원해 모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실제로
첨성대에 미치는 힘을 생각해 건축물 자체의 하중이 가장 크고, 그 외 바람, 지진, 기초의 부등침하에 의한 힘과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 등이 있을 것이다. 이탐구를 통해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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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있는 첨성대는 어떤 형태로 축조 되었을까요? 지진 등 강한 진동과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첨
성대 안쪽에 채워진 자갈 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첨성대가 지진에도 안정되게 설계되었다면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
일까요? 첨성대가 불교의 수미산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어요. 이것과 유사한 어떤 건축물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풀
수 있었다.

Part 4 성과자료 교사연구회 |

169

[대구]

학남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태양계 환경 보전회의

활동내용
프로그래명: 태양계 환경 보전회의
- 목적 :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수학적인 자료분석 및 과학적, 기술공학적 원리를 이용한 제품의 설계와 제작을 비롯한 문제의
해결, 예술적 방법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 특징: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별 소개하기, 지구환경 문제 분석하기, 환경캠페인 활동하기, 환경기념품 만들기의 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우리별 소개하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수학적인 자료분석 및 과학적, 기술공학적 원리를 이용한 제품의 설계와 제작을 비롯한 문제의 해결, 예술적 방법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태양계행성의
환경조사

스마트기를
이용한 정보수집 및
자료수집

정보/자료수집

STEAM

지구촌 곳곳에서 이미 인구의 증가 및 환경오염, 자원 고갈등의 인류전체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미래의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과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일꾼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있는 미래 인재의 상을 마련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수업 방식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과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업에 집중해 주면서 프로그램의 운영이 잘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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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따른
생명체의 변화
상상하기

디자인

행성별 발표

상황 제시

우주의 공생을 위해 각 행성에서 대표자들이 모여 각자의 행성에 사는 생물체와 환경에 대해
토의 하는 회의를 소집하였다. 조별로 각 행성의 환경과 생물체를 프리젠테이션 하라.

창의적 설계

조별 행성의 환경적 특징과 오랜 시간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를 한 각 별의 생물체의 특징을
토론하여 생물체에 대한 이미지를 포함한 상세한 소개서를 작성한다.

감성적 체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생물체들을 유추하며 환경의 소중함과 다양한 행성의 생물체들에 대
한 존재 가능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함을 느낀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발표자료준비

A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학생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낸다.
- 수업자료를 모둠원과 같이 만들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즐거워 한다.
- 정답이 없는 문제의 다양한 답을 찾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이 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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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암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학생들이 흥미있어 하는 비행기의 날개 원리를 부메랑에 접목하여 양력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부메랑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T

E

A

힘과운동
-힘의합력과 관성

힘의 합력
계산하기

부메랑
설계하기

나만의 부메랑
만들기

부메랑
설계하기

부메랑효과

STEAM

부메랑만들기

부메랑 디자인

부메랑 날리기

상황 제시

'부메랑' 제작 원리는 비행기를 뜨게 하는 '양력' 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고. 환경오염이 인간
의 자연개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와 관련되어 있음
알 수 있다.

창의적 설계

명함 -> 플라스틱 부채 -> 포맥스를 재료로 하여 단계적으로 부메랑을 만들어 본다. 부메랑
을 디자인하여 자신만의 부메랑을 만든다.

감성적 체험

자신이 만든 부메랑을 날려보고, 팀을 나누어서 부메랑 받기 경기를 진행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의 효과
STEAM 수업 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선호도의 순위가 변경되었다. 과학이 창체와 같이 3번째로 선호하였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
행하므로써 과학에 대한 선호가 약 9프로 정도 증가하였으며 다음 번에도 STEAM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이 93%가 되었다.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 및 소감
STEAM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
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후 재미있다, 다시 참여하고 싶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른 교과나 평소 수업시
간에도 많이 하였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부메랑 수업 후 학생들과 교사들 학생들의 만족감, 수업의 참여도, 과학교과의 선호도 등 STEAM 수업에 효과에 대하여 놀랄만
한 변화를 보았다. 학생들은 수업이 재미있고, 행복해하며 수업 활동이 즐거우며, 다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반
응을 보였으며, 교사의 경우 놀랄만한 변화를 보며 STEAM 프로그램을 평소 수업에도 적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부모들의 경우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감을 보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 및 소감
STEAM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수업이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를 가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평소 수업에서도 적용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였
고, 이런 수업이야 말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향상 시키고, 사춘기의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수업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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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부원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토론형 STEAM 프로그램 운영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전지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전기생산량이 부족한 캄보디아에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빛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

[학교급/대상학년] 영재학급 3학년

S

M

T

A

E

전지 원리 탐구

캄보디아로 보낼
전지 만들기

설치가
가능한 전지설계

캠페인
프로젝트

캄보디아 학생 1인당
필요한 전기량 계산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연료전지의 전압을 높여라

STEAM

태양광발전기를 이용한 빛

페르미추정결과

상황 제시

캄보디아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가 왔어요. 빛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 친구를 도
울 방법이 없을까?
1) 캄보디아의 상황 조사 2) 희망편지 3) 스토리텔링 홍보물

창의적 설계

빛을 보낼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다양한 전지- 볼타, 다니엘, 건전지, 연료전지, 태양광전지,
리튬이온전지를 탐구하고, 이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를 보낼 방법 고안

감성적 체험

필요한 전기량 계산 및 빛을 보낼 전지설계 및 수정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워따발전기 및
다양한 전지고안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STEAM 수업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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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수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cience Communication 활용 STEAM 수업 적용

활동내용
학생들이 과학적 현상이나 개념을 설명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 지식, 선개념 경험 을 활용하게 된다. Talk Science는 배운 내
용을 짧은 쇼 형식으로 발표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절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료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차
원적 사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배운 내용을 상호작용을 통해 점검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될 수 있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소리의 발생부터 소리의 세기, 높낮이, 맵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학습한 자료를 이용하여 소리에 관한 내용을 간단한 Show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소리에 관한 개념을 재미있고 체험을 통해 학습하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M

소리의 발생
소리의 3요소

야채로 만든
악기
악기 만들기

컴퓨터를
이용한
소리 분석

소리
Talk Science

음의 높낮이의
수학적 관계
(음정율)

상황 제시

소리의 발생과정을 보여주고 다양한 악기의 연주를 동영상을 보여준 후 모든 악기의 소리의
다른 이유를 간단한 Show 형식으로 발표하게 될 것임을 설명한다.

창의적 설계

소리의 발생은 소리 바람개비, 알루미늄 봉 소리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가 진동임을
학습하고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는 소리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형 분석 학습을 한다.

감성적 체험

소리에 관한 학습 후 자신들이 습득한 소리에 관한 내용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한
다. 발표 방법은 학습 활동에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Show 형식으로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Talk Science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수업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수업의 흥미도가 높아졌다. 특히 발표하는 학
생들은 자신이 발표할 주제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발표할 과학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학습한 내용을 학습결과로 얻어진 것을 이용하여 발표함으로써 수업한 내용을 정확
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학생 발표를 통하여 알고 있던 내용을 좀더 다
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잇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어 무척 좋았다.

2. 교사소감
교사가 가르친 내용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며 발표의 다양한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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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교육활동을 통한 '배움 나눔' 실천 Project

활동내용

운영결과

대표 STEAM 프로그램

Groasis를 활용한 식물 재배 Project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소외된 90%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분 채집형 물통 제작하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배움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과 프로젝트 문제해결과정에서 융합적 사고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A

S

M

T

E

소외된 90%를
배려하는 가치관
정립

분자의 운동과
물의 상태 변화

물빠짐 양
예측 계산
(부피, 평균)

Groasis 물통
설계 및 제작
식물 재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 효율의
물통설계 및 제작

적정기술 의미 찾기

STEAM

모둠별 문제해결활동

물통 설계/제작 과정

학생 작품 모습

상황 제시

제시한 영상을 시청한 후, 적정기술의 사회적 의미에 생각해보도록 한다. 지구촌 곳 곳 물 부
족으로 식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
해보도록 하고, 이번 프로젝트 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새벽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는 원리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증발과 응결의 원리와 Groasis 물
통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의적인 “수분 채집형 물통”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활동
을 한다.

감성적 체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 등을 이용하여 제 3세계 물부족 국가의 사람들 또는 소
외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성취감을 느끼고 교과수업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 내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무척 뿌듯했고, 나의
작품이 내가 바라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여러 가지 활동을 복합하여 진행함으로써 뭔가 색다른 재미와 흥미를 느꼈고, 수업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 시간이 아깝지 않
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내년에도 이런 활동을 꼭 했으면 정말 좋겠다. 융합인재교육을 하여서 과학, 기술, 수학 등에 대하
여 서로 달라 보이는 과목도 연관성이 아주 깊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이 실험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
- 수업이 훨씬 알찼던 것 같고, 교과서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 해보니 더욱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
히 했던 것 같다.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 교과서의 재미없고 배우기 싫은 내용이 아니라 실생활 위주의 내용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2. 교사소감
- STEAM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보다 몇 배의 수업 준비가 부담이지만 학생들에게 해당 교과목과 교과 내용을 왜 배우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STEAM 수업이 일선 학교 현장에 널리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제고와 예산 편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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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성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과학교과기반의』 맞춤형 STEAM 프로그램

활동내용
1. 개발목적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며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을 갖고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 는 미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학교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예술과 사회, 기술, 공학, 인성, 진로 등을 융합하여 학
생들의 수요와 수준에 맞추고 창의융합전용 미래형과학교실에 적용하기 위한 맞춤형 STEAM프로그램 개발.

대표 STEAM 프로그램

전통 도구를 통해 본 '조상들의 삶의 지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조상들의 삶의 지혜로부터 교훈을 얻고, 탐구, 체험, 분석, 공작, 토의, 토론 등 다양한 융합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과학적
원리를 밝혀내고 수학․기술•공학적 지식을 더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갖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2. 개발내용
○
○
○
○
○

전통도구를 통해 본 '조상들의 지혜' (4차시)
전 세계 기상이변으로 '지구는 몸살 중' (4차시)
불편한 진실 '에너지 위기와 원자력발전' (4차시)
나도 화학전문가 '음료수의 비밀'은(4차시)
발명가와 함께하는 지구를 지키는 '적정기술'의 세계(4차시)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3. STEAM 교육과정 운영

S

T

E

A

M

전통도구가 갖는
과학적 원리/힘의
종류/일의 원리/과학
적 현상 입증

전통 도구의
구조와 작동의
원리 및 활용

전통도구의
제작기술

도덕적 가치와 기준
과거의 삶 이해
모형제작의 예술적
표현 및 나눔 배려

측정결과 분석
및 예측
수치해석
모형설계

○ 정규교육과정에서 맞춤형 STEAM 프로그램 적용

○ 방과후활동에서 맞춤형 STEAM 프로그램 적용
문제인식 및 과정설계

STEAM
○ STEAM동아리의 맞춤형 STEAM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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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도구 모형제작

결론도출/모둠 발표

상황 제시

전통 도구가 과거에 왜 필요했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을까?
전통 도구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생활에 이용되는 도구는 무엇이 있고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전통 도구를 현재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창의적 설계

전통
전통
전통
전통
전통

감성적 체험

다양한 과학적 원리와 조상들의 지혜를 알고 보존과 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전통 도구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보자.
탐구, 조사, 탐사, 측정, 자료수집 및 분석, 발표 등을 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지며 집단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다.
탐구결과를 정리하고 발표와 전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등을 얻을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 STEAM 수업의 효과( 학생설문조사결과)
• 전체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가 많아졌고 특히 융합(STEAM)수업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 수업시간에 무엇인가 할 일을 찾게 되어 수업에 대한 목표가 생겼다.
•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과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 과학을 통한 진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
• 과학은 융합이 필요한 과목으로 탐구와 이해를 통해 개념을 얻으려고 하는 학생수가 증가
하였고 평소에 갖고 있던 두려움이 해소되었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 STEAM 수업의 소감(교사)
• 학생들이 과제해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적어 적극적 참여로 창의성 신장지도 가능.
• 탭이나 전용키트를 활용한 수업운영으로 관심을 갖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
•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과 활동지 활용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역동적 수업 운영 가능.
• 다양한 자료제공으로 과학적 원리 및 공학, 기술적 융합활동이 가능.
• 다양한 표현(발표/그림그리기/역할극 등)으로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고 창의적지도가 가능.
•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수업지도가능.

문제해결 탐구활동

도구의 종류를 찾아보자.
도구의 기능과 구조 및 제조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구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입증하기 위한 탐구과정을 설계해보자.
도구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밝혀보자.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찾아내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매우 즐거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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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동명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창의적 공학기술 중심의 STEAM 교육 프로그램
MegaSynergy

활동내용
MegaSynergy 교사 연구회?
광주광역시 관내 중등 기술, 수학, 미술, 국어 교사로 구성된
메가시너지(MeagSynergy) 교사연구회는 S+T+E+A+M을 통하여
보다 더 큰(Mega) 교육적 효과(Synergy)를 얻고자 2013년도에
만들어진 모임으로 현재 1년간 융합인재교육(STEAM)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로켓 발사에 실패하여 타국에 의존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로켓발사
원리를 알고 직접 소형 로켓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발사함으로써 로켓에 대한 흥미와 여러 가지 물리적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STEAM
개발 프로그램 선정은 이렇게…

로켓 발사?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E

로켓 발사원리, 작용- 인공위성 발사 사례,
로켓의 수직상승과
반작용원리 파악
발산제의 기포발생 구조와의 관계 파악
현상 응용

T

A

M

창의적인 로켓 제작
몸통, 날개의
구조 고려

나만의 로켓
창의적 디자인

로켓 발사실험
로켓의 괘적
그래프 그리기
원하는 발사위치,
낙하위치 계산

개발 프로그램 목록…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

STEAM

로켓의 발사대 제작

상황 제시

나로호 발사 실패원인 파악하기
로켓발사 사례 알아보기

창의적 설계

로켓의 원리에 적용할 추진체와 추진력 찾아보기
탐색한 추진체를 이용한 창의적인 로켓 만들기

감성적 체험

로켓 발사 시연을 통해 정해진 위치로 발사 시도 반복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로켓의 궤적을 고려한
구조 디자인

로켓 발사 시행착오 실습
구조 개선

수업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보면 참 뿌듯해요.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보니 그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되네요. 내년에도 계속 같은 수업을 받았으면 합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과학의 작용-반작용의 원리를 로켓에 응용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
서 발사하는 실습까지 해보니 이론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직접 체험함
으로써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디자인과 제작의 중간과정이 문제 해
결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수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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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숭의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光으로 표현하는 우리들의 세계

활동내용
1. STEAM프로그램 개발 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光으로 표현하는 우리들의 세계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과학과 기술•가정 교과의 전기전자분야 중 LED에 관한 내용을 융합(STEAM) 교육적으로 접근.
- 光으로 표현하고 생각하는 것을 협동적인 태도와 창의적 사고를 통해 표현.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LED의 특성
병렬/직렬연결

전기회로의
연결

LED 회로
구성

光으로
표현하기

빛의 확산
범위와 구조

2. 과학교과와 기술•가정 교과 STEAM 교육과정 운영 사례

학급별·모둠별 구상

STEAM

발광다이오드(LED)의 원리와 특징 알기
플랜카드로 우리 반의 개성 자랑하기

창의적 설계

우리 반의 특징을 나타내는 LED 플랜카드 계획 세우기
LED 및 전자부품을 이용 전기회로 구성하기

감성적 체험

우리 반을 표현하는 문구 LED등으로 표현하기
플랜카드 학급전시대회
모든 반의 플랜카드를 전시하며 느낌 전달하기
빛의 특성을 이용한 위조지폐 감별기 만들기

3. STEAM 과학동아리 및 STEAM 프로그램 교사 연수 운영 사례

- STEAM프로그램 활용과 보급을 위해 학생동아리 및 교사 연수 때 개발된 STEAM프로그램과 LED를 활용한 다양 프로그램 운
영을 통해 STEAM 교육의 저변을 확대함.

운영결과

작품 제작

상황 제시

학습 준거 틀
- 과학과 기술•가정교과의 전기전자분야 중 LED에 관한 융합(STEAM) 프로그램 개발.
- 팀 티칭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활동 중심 운영.
- 산출물 전시 및 생각 나누기를 통해 감성적 체험 경험.

과학적 원리 접근

느낌 표현하기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STEAM 수업을 통해 활동한 학생들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이 91.5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융합인재소양(융합마인드, 창의적 마인드, 존중 마인드, 소통 마인드)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상대적으로 낮았던 융합, 창의성 마인드가 크게 향상되었다.

- STEAM 수업을 통해 활동한 학생들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이 91.5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제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융합인재소양(융합마인드, 창의적 마인드, 존중 마인드, 소통 마인드)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상대적으로 낮았던 융합, 창의성 마인드가 크게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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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신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기반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활동내용
1. 연구의 필요성
가. 현시대의 지식과 기술은 다분야에서 융합되어가고 있음
나.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발명품들은 다 분야 융합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음
다. 효과적인 발명교육을 위한 STEAM기반 프로그램이 필요함

대표 STEAM 프로그램

지레와 밀고 빠지기를 이용한 롤링볼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지레와 밀고 빠지기를 이용하여 구슬간 서로 힘을 전달하며 경사를 따라
내려오는 롤링볼 장치를 구상하고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학교급/대상학년] 초, 중, 고 모든 학년에 수준별로 적용 가능

2. 연구의 목적
가. STEAM기반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4차시 8프로그램, 총 32차시)
나.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검증

3. 연구의 내용
가. 프로그램 개발 현황
1) 과학 중심 프로그램
- 지진 엿보기, 지진의 해부
2) 기술 중심 프로그램
- 지레와 밀고빠지기를 이용한 롤링볼 만들기, 7-퍼즐을 이용한 공간 그리기
3) 수학 중심 프로그램
- 테셀레이션을 이용하여 학급게시판 꾸미기, 태양계 모형 만들기
4) 미술 중심 프로그램
-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원리를 적용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 유니버셜 디자인의 ppp원리를 적용한 인체공학적 볼펜 만들기
나. 프로그램 적용
1) 적용 학급 : 동신중 지역공동영재반, 수학 수준별 상반, 지족중 단위영재반 등
2) 검증 방법 : 설문지 통계 분석 및 수업 사진, 산출물 사진, 관찰일지 등을 통한 질적 검증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지레의 원리
에너지 변환

설계도 그리기
제작하기

설계도 그리기
제작하기

전체적인 구상
꾸미기

직선과 평면
각도측정

지레 적용 사례

STEAM

구상하기

롤링볼 만들기

산출물

상황 제시

우리 선조들은 지레를 이용하여 무거운 돌을 이동시켜 고인돌을 만들었다. 지레를 이용하여
힘을 전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창의적 설계

지레와 밀고 빠지기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롤링볼 장치를 만들어 평가해 보자.

감성적 체험

간단한 재료로 재미있는 장남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자신의 산출
물에 애착심을 가진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

186 | 2013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중등

너무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수업이었다.
성취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런 수업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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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현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대현중, 공학과 놀아보자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뇌인형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인간의 뇌는 작은 우주' 라는 말처럼 뇌의 영역은 파헤치기 힘든 분야로 인식되어 왔었으나, 최근 뇌공학, 인지공학의 발달로 조
금씩 그 비밀이 풀어지고 있다. 마치 컴퓨터내부의 전산망처럼 이루어진 이 뇌가 작동하는 과정을 우리 손으로 직접 표현해보자.
- LED 회로설계 과정을 통해 나만의 전기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 뇌신경전달 과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물리적으로 표현해볼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E

M

T

A

뇌의 구조와
역할이해하기

LED 회로설계

최적화
경로 찾기

LED 회로 제작
전기 전자
부품 이해

에피소드
표현하기
(인형극)

뇌의 구조와 역할 이해하기

STEAM

LED 회로 설계하기

LED 뇌인형 제작하기

에피소드 표현하기

상황 제시

매력적인 이성을 보았을 때 내 몸은 어떤 상태를 보일까요?
첫 눈에 반했을 때 뇌는 어떤 작용을 할까?

창의적 설계

일상생활에서 뇌가 작동하는 과정을 구상하여 LED 뇌 인형을 설계 및 제작해보자.

감성적 체험

LED 뇌 인형으로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표현해보자.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 회로도를 설계한다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
제로 작동된다는 것이 신기했다.
- 무엇보다 설계와 만드는 기술을 익힐 수 있고 답이 없다는 특별한 점에서
생각대로, 마음대로 창작물을 만들어낸 활동이 너무 재미있었다.
- 한가지만을 이용한 것이 아닌 여러 과학적 상식을 융합하여 만들기를 하
니까 더 색다른 경험이었고 기존 만들기보다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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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효정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3M-STEAM을 통한 융합적 소양 함양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내 몸 속의 ICT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역사 및 이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 외에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자극과 반응과 연관시켜 사고해 봄으로써
단순한 지식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실제 동적인 자극 전달 경로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이를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표현해 보
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협동,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며, 성공의 감성적 체험을 하게 된다.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뉴
런의 종류 및
역할, 자극 전달

정보통신기술의
종류 및 기능 이해

재료의 선정 및
자료 탐색

스토리텔링으로 구현,
공감 및 배려

자석과 색 철가루를 이용,
자극 전달 표현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 표현하기

생활 현상과 과학적
이론 연결하기

사진카드를 이용한 자극과
반응 이해

STEAM

상황 제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을 위한 보청기 등도 점차 그 기술이 발달되어 소형화, 기능화 되어
왔다. 우리 몸에서 자극의 수용과 전달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지 이를 표현해 보자

창의적 설계

우리 몸 속의 자극과 반응 경로 ICT 모형 제작 및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하기

감성적 체험

작품 제작을 통해 서로 협동하고 공유하며 실패를 이겨낼 때의 성공적 기쁨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주제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
-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설문조사
- STEAM 수업흥미도 조사: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1차조사 시 25%에서 최종 40%로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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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산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교사연구회를 통한 STEAM교육의 실제적 적용

활동내용
1. 각 교과 교육론,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STEAM교육 프로그램 개발
- 그린하우스 마을 만들기 : 태양광발전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로컬에너지의 주택모형마을
- 초경량 자동차 만들기 : 그린하우스와 함께 구현되는 자동차로 원리는 일반 전기자동차와 같으나 무게와 충전시간을 최소화하고 주행거리와 속

대표 STEAM 프로그램

그린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에너지 문제 해결에 가장 최전선에 서게 될 학생들에게 태양광발전에너지의 개념과 함께 생활공간인 주택설계와 접목하여 실생활
과 밀접한 STEAM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주택 설계 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과 무한한 자원인 태양에너지의 활용법을 습
득하며 다양한 에너지활용법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도는 최대화 한 자동차 - 스위치 로봇 만들기 : 마이크로 스위치의 간단한 작동으로 회전방향을 바꾸는 원리를 이용한 로봇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M

A

남중고도와
계절의 변화

건설기술과
환경

에너지와
수송기술

문자와 식
함수
(전력량계산)

건축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2. 3학년 교과수업시간을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 : 그린하우스 마을 만들기
-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및 워크북을 활용하여 실제 교과수업 실시

태양의 남중고도

3. 방과 후 학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STEAM 프로그램 집중 적용
- 방과 후 학교 시간을 활용해 그린하우스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진행하여 친환경 에너지 활용의 실제적 경험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

STEAM

전기배선과 전구연결

"나만의 집을 만들어보겠다고 마음은 먹고 시작하려 하는데, 복잡한 게 너무 많구나. 기왕에
시작했으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예쁜 집, 자연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 낭비도 낮아
냉・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나만의 멋진 집을 만들어봐야겠다. 이름부터 지어볼까? 음..그래
~! (
)!! 이게 좋겠군!"

창의적 설계

주택의 냉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집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뉴스에서는 매일 나오는 전력난 문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은 없을까?

감성적 체험

내가 설계한 그린하우스에서 생산된 태양광에너지로 저녁에는 LED 불을 켜고 아침에는 전
기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며 만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태양에너지로 LED가 켜지고
모형으로 만들어진 초경량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 이론과 학습내용이 현실화, 실제화 된다는 것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 제고

4. 목공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STEAM 융합수업지도
- 학기별 1회 자체전시회 실시

주택모형 구상도 그리기

상황 제시

학습 준거 틀

-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작품을 설계・디자인하고, 제작하도록 지도

주택평면도에 맞게
모형 만들기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내가 설계한 집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선생님이 같이 가르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2. 교사소감
그 동안 보지 못했던 학생들의 재능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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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퇴계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행복한 Do Dream
퇴계원중학교 STEAM 교육

활동내용
1.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1, 2, 3학년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과학/기술/예술이 융합하여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학습하고 융합적 사고
력 및 인성적 측면(환경보존, 건강한 삶)까지 기를 수 있도록 함.
- 1학년 : 제로 에너지 하우스 설계하기
- 2학년 : 소음을 줄이기 위한 홍보 리플렛 제작
- 3학년 : 약물 오남용 방지 홍보 리플렛 제작

대표 STEAM 프로그램

제로 에너지 하우스 설계하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에너지 위기를 인식하고 100% 에너지 자립형 주택(제로에너지 하우스)을 설계해 봄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단열, 상태변화와 열에
너지 등 과학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시키며 아울러 환경 보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단열 및 단열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 기술
알아보기

친환경 모형 주택
(제로에너지하우스)
설계하기

주택 디자인
(그린 디자인)
주택 홍보물 제작

대기 전력량
계산하기

2. 다양한 STEAM 교육활동
STEAM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 블록타임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STEAM 수업을
함.(예:1학년 미술 - 상태변화를 이용한 초콜릿 케익 만들기, 1학년 과학 어떤 기둥이 가장 튼튼할까 등) 또한, 교내 융합체험부스 및 융합과학캠프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

신재생에너지 알아보기

STEAM

열을 전달하는 히트파이프

단열 및 단열재

제로에너지하우스 설계하기

상황 제시

가끔 뉴스에서 들려오는 각종 기상이변들,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 지금 우리가 사
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모두 사용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기 전
에 우리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창의적 설계

에너지와 관련된 과학원리, 친환경 건축 기술, 그린 디자인을 활용한 100% 에너지 자립형 주
택(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설계해 보자.

감성적 체험

모둠별 친환경 모둠 주택을 발표, 평가함으로써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느끼자.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학생들은 평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한 재미있는 활동에 흥미를 나타냄. STEAM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는 응답학
생의 79%가 긍정적 답변을 했으며, 부정적 답변은 6%에 불과함.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응답) STEAM 교육활동이 교과내용의 이
해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59%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했고 41%는 보통이라고 답했는데, STEAM 수업은 여러
분야가 융합되는 면에서 교과 내용을 그대로 학습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STEAM 수업 시간에 대한 비중을 묻
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가 지금보다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29%는 지금 수준(학기당 10%) 유지라고 응답함.
STEAM 수업을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0%였음.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활동하면서 모둠별로 협력하여 만들고 실험하는 수
업활동을 좋아했으며, 앞으로 STEAM 수업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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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STEAM 교육활동의 좋은 점으로는 일반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한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학습이라는 점과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
아졌다는 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각각 1, 2, 3위 순을 차지했고 그 외 친구들과 협력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점이 좋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음. 모둠별로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하면서 성취감 및 학습 도전의 자신감
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의 중요성, 협동과 배려의 인성 덕목까지 기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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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림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자연과 예술의 만남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4D 프레임으로 만나는 장기이식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소화와 순환, 배설과 호흡 단원을 통해 우리 몸의 기관(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익히고 4D 프레임으로 신체 기관(장기) 제작을
통해 우리 몸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장기 이식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A

E

M

E

우리 몸 속
장기의 구조와
기능 이해

장기
추상적
표현

4D 입체
설계도 구상

4D 프레임
선정

장기
추상 작품
제작

장기의 추상적 표현

STEAM

장기추상작품제작

장기추상작품전시

장기제작 부스운영

상황 제시

장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빈치의 해부도를 제시한다.
장기의 손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한다.
장기의 추상적 표현을 위해 몬드리안의 작품을 제시한다.

창의적 설계

4D 프레임을 활용하여 신체 장기의 특징을 살려 제작한다.
추상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작품으로 완성한다

감성적 체험

신체 장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장기이식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해 발표한다.
부스를 통해 나만의 작품을 전시하는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내가 직접 장기 이식을 하고 싶은 장기를 선택하여 그 장기를 추상적으로 표현
하여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니 색다른 경험이라 좋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교사소감
장기 기증자로서 또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을 담아 편지쓰기 활동
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 몸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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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예봉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센서로 만나는 Hi-STEAM

활동내용
2013 남양주 F1 모형자동차 경진대회 개최(5월)
- 남양주시 관내 중고등학생대상 STEAM프로젝트 경연

대표 STEAM 프로그램

3D프린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라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의 주기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창업을 위한 아이템을 선정해 보고 이를 즉시 제품화함으로써 창의공학설
계 및 산업공학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 고등학교 1-2학년

아주자동차대학교 모형자동차 STEAM캠프 운영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ABS원료
열전도

3D모델 설계

제품생산
과정

시장경제와
창업
디자인과 사회

미분과 적분
입체도형

월 1회 STEAM 매니아교실 운영 (회당 30~40명 토요일 운영)
-

4월 : 창의적 골드버그 프로젝트
5월 : 큐빅아트를 활용한 공학설계
6월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통한 게임설계
7월 : 센서보드(헬로보드)를 활용한 게임제작
9월 : 롤링볼 프로젝트
10월 : 3D프린터 프로젝트

아이디어 구안

STEAM

3D출력

미분과 적분 입체도형

상황 제시

우리는 기업이 만들어준 제품만을 사용할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미리 만들어서 사용해 보면 어떨까?

창의적 설계

3D설계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제품(가구, 액세서리)디자인을 해본다.

감성적 체험

나만의 3D모델링으로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출력한 뒤 '혁신적 제품발표회' 를 갖고
가격을 책정해 본다.

학습 준거 틀

구리남양주 STEAM주니어교실 운영(7월 27일)

3D설계 및 모델링

-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과학동아리에서 STEAM체험부스 운영

과학교사를 위한 SMART & STEAM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경기도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SMART기기를 활용한 STEAM 연수개발 및 적용
- 운영결과 : 프로그램만족도 98%

담빛 STEAM프로젝트 : 빛을 담는 라이트박스 설계 및 제작 (10월)
생체모방기술 STEAM프로젝트 : 생체모방기술을 적용한 제품디장인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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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3D설계를 통한 3D출력에 만족도가 높음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는 프로세스를 경험함으로써 효과적인 진로교육활동
시장경제와 공학, 수학의 융합을 통한 STEAM프로젝트의 개발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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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송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빠름! 빠름! STEAM공작소! 오옛!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먹는 것으로 풀어보는 STEAM, 초콜릿 기어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 및 유지 방법은 먹는 것이다. 단순 조리는 이벤트성 수업에 불과하지만 창의성, 예술성, 과학적 원리와
공작활동을 접목하면 다양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M

초콜릿의
상태변화
액화, 응고

초콜릿
기어만들기

초콜릿
기어만들기

기하무늬와
표현

사칙연산
백분율

상황 제시

먹는 것으로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초콜릿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기 있는 재료이며, 적
당한 강도와 다루기 쉬운 특징으로 기계요소를 제작하는데 손색이 없는 재료이다.

창의적 설계

자신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제품의 외형에 적용할 수 있다.
기어 표면에 자신이 스케치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감성적 체험

간단한 제작과 학습지 작성을 통해 성취감 도달율이 높다.
2차시 내로 바로 생성되는 결과물로 친구들과 비교가 가능하며 아이디어 발생시 바로 적용
이 가능하여 피드백도 쉽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단순 지식전달, 실습이 아닌 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탐구, 도전, 성취감이 작용하여 수업에 대한 의지와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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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나도 CEO!
온 몸으로 체험하는 창업기초교육 STEAM프로그램

활동내용
1. 분석 : 기존에 개발 된 STEAM 프로그램 자료 수집 및 분석
창업기초교육 STEAM 프로그램 적용 및 기타활동
- 2011년 STEAM 교사연구회와 리더스쿨 개발 프로그램 자료수집.
- STEAM 기초연구에 기반하여 분석틀을 개발하여 5명의 교사가 분석 함.
- STEAM 학습준거틀의 창의적 설계부분은 적절하게 반영했지만 감성적 체험이 미흡.

2. 개발 :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업기초 STEAM 프로그램 개발
개발 프로그램 1 : LED 안내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라!
- 과학, 기술, 미술교과 시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하고 사회교과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SWOT분석,
4P분석 등을 학습하여 판매활동.
개발 프로그램2 : 재미있는 열쇠고리를 제작하여 판매하라!
- 과학, 기술, 미술교과에서 PS(폴리스틸렌)에 열쇠고리 모양과 그림을 그리고 오븐에 열을 가해 딱딱한 열쇠고리를 제작하여 창
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창업기초교육 실시.

대표 STEAM 프로그램

LED 플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라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기존에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을 한국형 STEAM 적합하게 재구성하고, 창업기초교육과 연계하여 기업가 정신을 함양이
목적이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A

전기의 이해

LED 안내판을
이해하고 설계하기

LED안내판
제작하기

기업가 정신
함양

자신이 제작한
LED 안내판
경매 및 판매

3. 적용 : 창업기초교육 STEAM 프로그램 적용 및 기타활동
프로그램 적용 : LED 안내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라!
- 과학, 기술교과에서 LED 안내판을 제작하고 사회교과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 함.
기타1 : 2013년 연세대학교 STEAM 개발 프로그램 시범 적용
기타2 : 2013년 창업교육 BEST Practice Forum 발표
- 본 연구회에서 개발한 창업기초교육 프로그램 사례 발표
기타3 : 각종 STEAM 관련 직무연수 운영사례 발표

저항의 직병렬 연결

STEAM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LED 안내판 설계

LED 안내판 제작

경매하기

상황 제시

창의적인 LED 안내판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경매 및 판매하여 보자.

창의적 설계

전기를 이해하고 저항의 직렬, 병렬을 활용하여 LED 안내판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자신이 제작한 LED 안내판을 창업아이템으로 창업기초교육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경매 및 판매(학교 축제 연계)한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과학, 기술 교과 등이 재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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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수학 중심의 STEAM 활동

활동내용
프랙탈 도시 만들기

대표 STEAM 프로그램

프랙탈 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프랙탈 도형을 이용하여 도시를 만드는 활동을 통한, 수학과 미술, 공학 활동.

[학교급/대상학년] 중 고등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도시에 대한
과학적 이해

엑셀을 이용

도시 환경

도시의 미관

프랙탈 이론

프랙탈 이론

STEAM
학습 준거 틀

프랙탈 체험

곱셈 프랙탈

상황 제시

자신만의 아름다운 도시를 프랙탈을 통하여 만들어 보자.

창의적 설계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여 다양한 도시를 설계한다.

감성적 체험

도시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건축가, 예술가로서의 감성.

프랙탈 도시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운영결과
학생소감 : 미술과 수학으로 함께 만드는 프랙탈 도시
딱딱하다고만 여겼던 수학을 미술적인 요소와 접목시켜 배우니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내가 지금 한 작은 행동(투자한 에너지)
들이 나중에 내 미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지금 까지 내 행동을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꼈다. 숫자와 공식으로 통용되고
형식적 이였던 내 생각속의 수학을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친근한 것으로 확장 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수학은 나의 인간에 대한 이해(남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를 돕고 남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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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수학을 컴퓨터로 한다니 어렵고 재미없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고 신기했다.
수학과 예술이 함께 이루어져 프랙탈로 아름다운 도시도 만들어보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에 삼각형을 만들고 도시도 만들면서 어렵기도 했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재미있었다.
나는 도시를 만들 때 나무가 많아 공기가 맑은 도시로 나중에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보았다.
다빈치 캠프를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해 수학과 예술의 융합을 배우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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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광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꿈의 분수 만들기'

활동내용
가.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실천 :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자료 수집 및 공유, 워크숍진행
나.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 2013 STEAM 페어 참가, STEAM 관련 온-오프라인 연수 참가

대표 STEAM 프로그램

창의적인 헤론 분수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실생활의 소재인 분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STEAM요소를 찾아내고 응용한다.
- 활동 중심 융합적 접근에 의해 분수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다양한 변인을 찾는 탐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STEAM 프로그램 키트 제작 :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다양한 키트를 제시하고 발전된 키트 제작
라. STEAM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운영 : 학생 동아리 조직 및 적용, 현장적용 일지 작성
마. STEAM 프로그램 분석 : 학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장단점 확인 및 보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기압의 차이
파스칼의 원리

압력조절
나만의 분수 제작

헤론 분수의
공학적 설계

나만의 헤론
분수 디자인

다양한 변인
조작으로
관계식 유도

브레인스토밍-조별활동

STEAM
학습 준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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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헤론분수

조별 디자인 활동

상황 제시

헤론분수의 동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헤론분수의 특징과 원리를 찾아본다.

창의적 설계

과학적 원리와 창의적인 나만의 분수를 디자인 해본다.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헤론 분수를 만들어 본다.

감성적 체험

개성있게 만든 나만의 헤론 분수의 장단점 발표 및 평가하기

운영결과
1. 운영 결과: 각 활동의 산출물들이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
기에 적당하였으며, 산출물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
을 가지게 되었으며 STEAM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도가 높아지는 계
기가 되었다.
2. 교사소감 : 산출물의 디자인 설계, 탐구 제작, 산출물 발표의 전 과정
에서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과제 완성과정에서 팀원들과 의사소
통력을 기르게 되었으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
한다.
3. 학생소감 : STEAM 프로그램 참여 후 학습에 대한 의욕이 왕성해졌
으며, 과학학습방법과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다양한 분수제작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산출물 제작활동에서 분수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분수를 스스
로 제작해봄으로써 창의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었다. 비록 실패한 작품도 있었
지만 학생들이 실패원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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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과 함께 하는 의료 공학 프로젝트 개발(일체형 해부기)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일체형 해부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 창조를 위한 사고력 중심 교육 요구.
STEAM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학교 상황을 고려한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
국내외 STEAM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과학, 기술, 공학, 예술이 융합된 STEAM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분석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 가능한 STEAM 기반 공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

T

E

A

M

일의 원리

재료의 이해

구조의 형성

도구의
디자인

도구의 형태와
효율성의 관계식

상황 제시

돼지 해부 실험 중 다양한 해부기를 관찰함.

창의적 설계

여러 도구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러한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디자인 함.

감성적 체험

여러 재질의 재료를 관찰하여 적합한 것을 고르고 이를 이용하여 나만의 도구를 만들어 봄.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

과제 해결 초기단계에서 학생들은 의료기기를 통해 새로운 발상을 이끌어 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체계적인 과제 관찰 및 이해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작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발생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사고를 정교화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구를 관찰하면서 도입한 지레의 원리는 대상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아니었음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운영 초기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어려워하고 쉽게 포기하여 동기 부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융합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도구 제작 과정에서 디자인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 고민하던 아이들이 해결 방법을 발견하고 도구를 완성하였을 때에
는 누구의 칭찬보다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 현재 26회 충청남도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작품을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대회의 결과가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과제 해결의 동기로 작용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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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상황에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길러졌다.
체계적인 과제 관찰 및 이해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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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봉서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감성 공학 STEAM 동아리 운영

활동내용
감성 공학 STEAM 개발 및 적용
1. 적용 대상

보이는 데로 믿지 마세요

대표 STEAM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예술분야의 내용 속에서도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어 우리 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음. 학생들은 동영상과 영화, 애니메이션에 관심과 흥미기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3학년

- 천안봉서중학교 2, 3학년 BongSTEAM 동아리 학생
- 충분한 사전 홍보 및 안내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구성

2. 적용 시기 : 정규 수업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시간 적용
3. 적용 방법
1) 운영 형태 : 정규 수업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적용
토요프로그램 캠프 운영을 통한 적용(10월, 11월) 6시간 X 2회 = 12시간
2) 운영 장소 : 천안봉서중학교의 과학실, 기술실, 정보실
3) 수업 모형 : 강의법과 프로젝트법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뇌의 착시 과정
잔상 효과

카메라 활용
착시 사진 촬영
조에트로프 제작

에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
활용

애니메이션
스케치 하기

조에트로프 디자인하기

조에트로프 제작하기

4. 개발 프로그램
1)보는데로 믿지 마세요~
- 활동 : 착시 사진 촬영하기, 조에트로프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 1차시 : 착시의 비밀(과학_중3학년_자극과 반응)
- 2차시 : 세상 새롭게 보기(미술_중3학년_표현하는 즐거음)
- 3차시 : 애니메이션 맛보기(기술_중3학년_전기전자기술)
- 4차시 : 애니메이션 따라잡기(기술_중3학년_전기전자기술)
2)하늘을 나는 오니솝터
- 활동 : 오니솝터 제작
- 1차시 : 생체 모방(과학_중3학년_전기)
- 2차시 : 새처럼(미술_중3학년_표현하는 즐거음)
- 3차시 : 오니솝터(기술가정_3학년_전지기계기술 또는 생명기술)
3) 수면 위를 씽씽~!!
- 1차시 : 생체 모방(과학_중3학년_전기)
- 2차시 : 로봇 물고기의 원리(기술_3학년_전지기계기술 또는 생명기술)
- 3차시 : 수면 위를 다니는 로봇 제작(기술가정_3학년_전지기계기술 또는 생명기술)

착시 사진 제작하기

STEAM

Anibar 활용하기

상황 제시

교실 먼지 원인에는 환기 부족, 친구들의 장난, 주변 도로에서 매연 등등이 있다고 한다. 영
식이는 이를 줄일 수 있는 교실 환경 개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
어졌다.

창의적 설계

학교 내의 환경을 이용하여 착시 사진을 촬영한다.
애니메이션을 구상하고 설계하여, 조에트로프를 제작한다.
animba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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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관련 어머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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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용곡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STEAM 체험활동 과제 개발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Plantwall 제작하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실내공기질(indoor air quarity)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내환경임에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Plantwall
제작하기

환경 공학

디자인

겉넓이와
부피

상황제시

STEAM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상황 제시

광합성작용과 공기정화의 관계는?
교실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한 교실 공기정화 방법 나누기

창의적 설계

우리교실에 어울리는 plant-wall은?
plant-wall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하기
교실분위기에 어울리는 plant-wall 꾸미기

감성적 체험

plant-wall에 어울리는 식물은?
plant-wall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찾아보기
plant-wall 설치하고 느낌나누기

학습 준거 틀

감성적 체험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운영결과
개발된 프로그램
가) 과학, 수학, 기술, 미술 교과의 수업지도안 (교사용 자료)
나) 과학, 수학, 기술, 미술 교과의 학생용 자료
다) 과학, 수학, 기술, 미술 교과의 활동지 및 읽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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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소감
환경의 중요성과 과학, 기술, 환경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의
직업 탐색의 기회가 되었다.

2. 교사소감
체험활동 과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교과간 연계
중요성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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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지원중학교[빅뱅]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FESTIVAL

활동내용
1.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공학적인 지식과 인문사회학적인 지식 및 예술적 감각의 융합을 통한 STEAM 교육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창의력을 신장하는 STEAM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축제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함
- 일시 : 2013. 10. 19(토) 09:20 ~ 12:40
- 장소 : 익산지원중학교(멀티미디어실 및 2층 로비)
- 대상: 익산시 초, 중학교 희망 학생
- 주요 행사내용: 과학특강 (STEAM을 기반으로 하는 재미있는 과학), 과학체험프로그램

대표 STEAM 프로그램

LED 한지 등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전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없애고 전기를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함.
- 전자블록이 갖는 특징과 장점을 이용해 납땜 없는 회로구성
- 디자인을 고려한 LED 한지 등 제작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 향상.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T

E

A

직력연결,병렬연결

저항의 계산

전자블록의
특징 이해

LED 전기회로
구성

디자인 고려한
한지 등 만들기

전자블록과 회로

STEAM

한지 등 디자인

한지 등 만들기

상황 제시

호박엿을 잡아 당겨 보면서 전류의 흐르는 정도가 달라짐 발견.
크리스마스트리에서 전구의 연결방법 찾기.

창의적 설계

샤프심을 이용한 저항의 크기측정방법 설계.
조도와 미학을 고려한 LED 한지 등 디자인하기.

감성적 체험

연필심에 전기를 흘려주면서 나타나는 변화로 전기 존재 발견
LED 한지 등 만들기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 스팀 축제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가 고취되고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STEAM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경험하면서 창의성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학생들의 상상력과 공작능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과학적 성취의욕을 갖고 과학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 자연에 대한 친근함과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니 수업에 재미가 있다.

2. 학생소감
수업이 재미있고 학교가 행복하다
과학시간에 흥미가 있다가 12.1% 증가함으로써 스팀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가 시켰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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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칠보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전통과학을 활용한 STEAM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적용

활동내용
전통문화 속에 숨어 있는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밝히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다. 하지만 학
교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오랜 전통문화를 주제로 여러 교과
들을 융합하여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최종병기 활(弓) :
- 우리 활에 대해 이해하고, 양궁과 국궁의 차이점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하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활의 과학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활을 직접 제작해 보
면서 활이 가지는 특징을 연구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활과 로켓의 연결점인
신기전까지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2) 민속놀이 윷놀이 :
- 윷놀이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로서 장소와 참가 인원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놀이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밝고 건전한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게 한다.
(3) 입춘에서 대한까지 24절기 : 2
- 4절기의 의미와 각 절기의 풍속을 알아보고, 계절이 변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시간과 계절을 기록하였는지 살
펴본다.
(4) 전통색상 오방색 :
- 오방색은 우리민족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음양오행의 사상을 색상으로 표현
한 것이다. 오방색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민족의 전통문화에 접근해
가는 방법을 익히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입춘에서 대한까지 24절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24절기의 의미와 각 절기의 풍속을 알아보고, 계절이 변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시간과 계절을 기록하였는지 살펴본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지구의 공전,
태양의 남중고도

조상들의 시간과
날짜 측정 방법

24절기 칼레이도
사이클 만들기,
해시계 만들기

24절기 일기예보
작성하기

상황 제시

한국의 24절기 동영상 감상 및 24절기와 날씨 관련 뉴스 시청하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과 날짜를 알았을지 질문한다.

창의적 설계

24절기를 나타내는 칼레이도사이클을 설계하여 만들고 실험을 통해 계절변화의 원인을 알아
본 후,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는 해시계를 만들어 본다. 또한 기상캐스터가 되어 24절기 용
어를 사용하여 일기예보를 작성한다.

감성적 체험

24절기의 유래와 다양한 세시풍습을 알고, 이것이 현대 우리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머리로 익힌 내용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임실고 1학년 학생 소감전통문화가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산북중 2학년 학생 소감-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수업 전 후 과학적 태도에 대한 설문지 조사 비교
결과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에 관한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를 응답한 비율이 37%에서
49%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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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성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내가 만든 악기로 앙상블 연주를 하다.』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재생물품이나 폐품을 사용하여 악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악기를 제작하고 연주능력을 길러 앙상블 연주를 하
여 음악적 소양을 풍부히 한다.

STEAM 프로그램 개발
(1) 악기의 설계 :
- 소리의 3요소, 음의 발생과 변화를 바탕으로 재생물품, 폐품 등을 이용하여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분하여 악기설계
(2) 악기 제작 :
-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현악기 1종 5점, 관악기 1종 5명, 유율 타악기 3종 6점, 무율 타악기 4종 10점을 제작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3줄기타)

(스네어드럼)

내가 만든 악기로 앙상블 연주를 하다

(팬플릇)

(편종)

(베이스드럼)

(비브라폰)

(마림바)

S

M

T

E

A

소리의 3요소
관, 현의 변화
음의 변화

피라고라스
음계
로그 함수

악기의
기본 설계

악기 만들기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의 9종

악기 디자인
앙상블 연주

악기의 기본설계

악기 만들기

공개수업

발표회

(3) 앙상블 연주회 :

STEAM

상황 제시

소리의 3요소, 음의 발생과 변화를 바탕으로 재생물품, 폐품 등을 이용하여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분하여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 있는가?

창의적 설계

어떤 모양과 조건에서 악기를 제작 했을 때, 연주하기 적합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에
토론하고, 악기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악기를 창의적으로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학생들이 만든 창의적 만든 악기는 조율과정을 거쳐 연주를 할 수 있는 기량을 쌓아 앙상블
연주회에서 발표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학습 준거 틀

음악 공개 수업 (앙상블 연주)

브랜드 발표회

운영결과
STEAM 악기 제작
내가 만든 악기로 앙상블 연주하는 STEAM 교육은 여러 교과의 융합으로 흥미와 열정을 갖고 9종의 악기를
제작함(그림 참조)
앙상블 연주회는 음악 공개수업(교사, 학부모), 브랜드 발표회(교육감, 교육장, 학교운영위원,
교사, 학생)에서 많은 찬사와 호응을 받았음

수업의 효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만든 악기를 폐품으로 제작하다 보니 조율 과정에서 실패와 연주 기량을 쌓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붓고, 현기증이 유발되는 어려
움을 겪었지만, 앙상블 연주회에서 많은 찬사를 받은 학생들은 성취감, 지적 만족감, 열정과 몰입의 의지가 생겼고 감동과 만족
도가 높았다.

학생들은 제작한 악기가 소리가 난 것도 신기했지만, 만든 악기로 특색을 살려
앙상블 연주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진 체험에 감동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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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정명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우리 문화재(유산)의 과학적인 지혜와 조형미

활동내용
1) 힘의 합성에 의한 힘의 분해 프로그램
- 무거운 하중을 버티는 기둥과 보의 역할을 통한 목조건축물의 힘의 원리 실험
2) 열의 전달 방법 실험 - 열의 전도, 대류, 복사
3) 결구 모형 제작 프로그램
4) 전통 건축기술과 온돌난방법, 석빙고의 원리 이해, 습도 조절과 공기 순환 방법
5) 테셀레이션(tessellation)기법으로 책갈피 만들기 체험(문화재의 창살무늬)
6) 우리나라의 조형미 체험(단청 무늬 그려보기 실습)
7) 문화재에서 찾는 수학적인 원리(피보나치 수열의 이해와 황금비율, 비례를 적용하는 프로그램)
8) 아치형 문화재의 원리 현실에 적용(힘의 분산원리 적용 및 아치의 원리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구조물 만들기)
9) 풍납토성의 과학적 축조 원리 적용하기 프로그램

대표 STEAM 프로그램

우리 문화재(유산)의 과학적인 지혜와 조형미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선조들의 목조건축기술에 담겨진 과학 원리를 탐구함으로서 전통기술이 과학적 지혜라는 인식을 갖고 모형 제작을 통해 선조들
의 지혜와 미의식을 체험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M

목조건축의
힘의 원리
(합성과 분해)

열의 전달방법
온돌난방법

목조건축기술

한국의 미
단청그리기
테셀레이션제작

문화재의
황금비율

상황 제시

남대문 화재장면과 복원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한다.
우리나라 겨레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알고, 선조들의 지혜를 이해한다.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선조들의 얼을 상기한다.

창의적 설계

힘의 원리(함성과 분해) * 열의 이동(전달, 대류, 복사)과 한옥의 온돌난방법
목조건축물 공포의 결구법 (전통건축공법을 체험)
우리의 미의식 체험 : 단청무늬그리기, 테셀레이션(tessellation)기법 응용,
우리문화재의 황금비율

감성적 체험

나라와 선조의 고마움을 알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의 특성과 미의식을 알아본다.
겨레과학의 우수성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눠본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학생: 스팀 수업 후 우리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되었으며, 다양한 과학실험과 미술체험을 통해 과학적 탐구심과 미
의식이 커졌으며 우리 문화재(유산)가 선조들의 과학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실험을 통해 느껴본 기회였다.
이론적인 사회나 과학수업보다는 이러한 재미있고 실험적인 스팀수업을 계속 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 학생이 대다수였다.
*교사: 스팀교사들도 자체 세미나를 통해 문화재답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우리겨레과학의 우수성을 스팀수업으로 인해 학
생과 같이 체험하였으며, 학생들이 우리문화재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 자긍심을 느끼게 됨을 이 교사로
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통해 그나마 볼 수 있는 목조문화재 관람이 학교의 놀이와 흥미 위주의 체험프로그램 실시로
인해 문화재(유산)를 보는 기회와 흥미, 관심도가 전혀 없었고, 선조들의 겨레과학이 비과학적이라는 인식도 매우 낮았음. 또
한, 서양의 과학기술이 우수한 것으로만 생각함. 스팀 학습 실시 후 우리나라의 겨레과학이 오랜 역사와 함께 과학적인 지혜로
우리민족을 수 천년을 지켜왔고, 우리나라의 미의식의 아름다움에 긍지를 느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애국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줌. 지도하는 스팀교사들 또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이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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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송도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APC STEAM 교사연구회 활동

활동내용
◦ STEAM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 교사연구회 활동을 통한 지구과학과 관련된 STEAM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분석 → 프로그램 개발 → 교사연구회 전문가 1차 수정 → 학생 33명 적용 및 평가 후 2차 수정

대표 STEAM 프로그램

특명 무인도에서 요리를!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빛이 가지는 성질에 대해 이해를 높인다.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요리를 해 봄으로써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뿐 아니라 STEAM을 통한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자 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 STEAM 관련 발표
- STEAM 교육 확산을 위한 교외발표 실시
☞ 경상북도 융합인재교육(STEAM) 기초연수 -> 학교 운영사례 발표
☞ 경북 흥해중학교 융합인재교육(STEAM) 컨설팅->STEAM 적용 사례 발표
☞ APC(포항교과연구회) 모임을 통한 자체 세미나 실시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 중학교 STEAM 수업 실시
- STEAM 교사연구회 선생님들과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수업함.
- STEAM 프로그램을 학교 수행평가에도 적용함.

S
빛의 성질에
(반사와 굴절)
대한이해

M

E

조리시간 단축을 위한 과학,수학,기술요소를
조리 도구의 모양과 활용한 요리방식 설계
빛의 세기 관계 예상

T

A

빛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요리 하기

요리
데코레이션

◦ STEAM관련 진로 지도 교육
- 프로그램 관련 직업 소개 동영상 시청
- 프로그램 내용 속 진로활동 포함

STEAM

상황 제시

영화('김씨표류기')를 통한 상황 간접적 체험.
주인공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해결하기.

창의적 설계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활용한 창의적 설계 활동.
요리를 하기 위한 요리 방법과 요리 메뉴의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요리 완성을 통한 성취감.
문제 상황 해결을 통한 도전의식.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조별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의 효과
-

성공적 체험 -> 자신감 향상.
과학에 대한 흥미 향상
이공계진학에 대한 긍정적 사고
과학을 실생활과 연관 지어 생각함.

학생소감
- 딱딱한 원리 이해 활동보다 손으로 그리고, 만드는 활동을 해서 재미있게 과학원리를 배웠다.
- 과학적 원리 뿐 아니라 소재의 특징을 살리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야 해서 조금 어려웠다.

교사소감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실생활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
과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
STEAM교과 흥미 향상
성공적 체험

- 학생들이 생각보다 활동을 잘하고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다.
- 결과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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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복주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AHA와 WOW Project와 함께하는 STEAM 행복지수 UP!

활동내용
아하～～… 와아～～ 재밌다. 문제 해결력 UP!?.. 행복하다
- 미스터리 상자(Mystery Box)는..

대표 STEAM 프로그램

환상의 빛 상자 속 비밀을 찾아라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빛의 투과, 반사등을 이용한 스테인드글라스형 빛 상자를 설계, 제작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수학, 과학적 비밀을 찾아보는 프로그
램으로 그 결과물은 환상적인 예술작품이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E

T

A

빛의 반사,
투과, 합성 등

환상의
빛 상자
크기결정 등

환상의
빛 상자 설계

환상의
빛 상자 제작

표현, 감상,
실샐활 적용

- 움직임의 미학

빛의 여러 가지 성질

- 달걀과 함께 놀아요, 과학과 문학의 만남, 휴지심 속 세상, 세상에 하나 뿐인 나의 환상적인 빛 상자, 사각거울 속의 우주, 해시
계(Sun Dial)속의 과학 등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결과
우리들이 개발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전국의 각 종 과학축전, 스팀페어, 스팀데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제해결능력 및 융합적 사
고력 신장 뿐 만 아니라 아이 들의 자신감과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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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환상의 빛 상자 설계

환상의 빛 상자 제작

나만의 빛 상자 완성

상황 제시

스테인드글라스 효과를 내는 자신만의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찾아 이야기해보자.

창의적 설계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환상의 빛 상자> 설계 및 제작.

감성적 체험

<환상의 빛 상자> 속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 발표하고, 서로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실생활 적
용 방법 논의하면서 아이들에게 열정을 심어준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함께 활동하는 수업은 언제나 즐겁고 내 생각을 펼칠
수 있어 정말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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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석보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클레이와 LED가 피운 광섬유 꽃 분수

활동내용
1) 2013 대한민국창의과학축전 STEAM 페어 프로그램 운영

대표 STEAM 프로그램

클레이와 LED가 피운 광섬유 꽃 분수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클레이와 LED를 이용 광섬유 꽃 분수를 만들어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이해하고 LED와 광섬유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
되고 알아보도록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2) 경북과학축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빛의 굴절과
전반사

광섬유 불꽃분수
제작

광섬유 불꽃분수
설계

광섬유 빛의 마을
꾸미기

물질에 따른
임계각

빛의 전반사와 광섬유 구조 광섬유 꽃 분수 설계와 제작 광섬유 꽃 분수의 제작 체험 LED가 피운 광섬유 꽃 분수

3) 강원과학축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STEAM

상황 제시

빛의 전반사를 이용한 광섬유는 광통신, 내시경 등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
섬유의 원리에 대해 탐구해보고 광섬유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만들어 보자.

창의적 설계

여러 가지 방법의 전반사를 이용한 장치 설계창의적인 광섬유 꽃 분수 설계하기.

감성적 체험

클레이와 LED를 이용하여 나만의 다양한 광섬유 꽃 분수 작품을 만들어 광섬유의 화려한 빛
의 조화를 이루는 빛의 마을을 꾸며 본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미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
워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과 '인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창조적' 인적
자본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전문인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초점을 맞추는데 가장 바람직하고, 창의적 융합 인재와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
한 융합인재교육(STEAM)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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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계림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지구촌 녹색 환경을 사수하자!

활동내용
생활 속 녹색 의식주 생활 실천하기

대표 STEAM 프로그램

웰빙 식생활 도전하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 인간의 생활을 살펴볼 때 하루하루의 생활이 의식주 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건인 식생
활 현황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M

식품 첨가물의
화학적
성분 분석

식품용기 제작도
완성

식품용기
틀 만들기

간식의 다양한
색상 조합

각 재료
구성비율

상황 제시

우리가 평소 먹고 마시는 과자나 음료수를 모아서 그 성분을 분석해 본다. 얼마나 많은 식품
첨가물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고, 계속 섭취 시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 질문한다.

창의적 설계

우리나라 전통 먹거리와 오늘날 인스턴트 식품의 차이를 알아보고, 나만의 웰빙 간식 만들기
에 도전해 보도록 유도한다.

감성적 체험

평소 몰랐던 우리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나만의 웰빙 간식이 의외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음을 알고 식습관 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스팀(STEAM) 교사연구회 운영이 처음 아니지만 올해는 첫
운영 때 보다 시행 착오를 더욱 많이 겪게 되었다. 이유를 분
석해 본 결과 연구회 교사들의 스팀 (STEAM)교육에 대한 인
식 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하지만 1학기가 지나고 스팀
(STEAM) 교육에 대한 강의와 자문을 받고 나서야 감을 잡은
것 같다. 이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데 내년 활약을 기
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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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소감
통계 결과를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체험을 곁들인 수업에 학생 참여도가 높아짐. 기존의 수업보다 기초부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흥미도가 높아진 것이 눈에 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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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제일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과학시화 전자앨범 & 과학태권무 디지털북만들기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과학태권무 디지털북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체육활동과 음악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감성을 고려한 과학교육,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의 재능을 창의적으로 발휘하게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태권도 속의
과학

디지털 북
만들기

태권 무
기획

태권 무
음악 만들기

태권도 속의
수학

태권도 속의 수학과학

STEAM
학습 준거 틀

태권 무 만들기

태권 무 음악 만들기

상황 제시

외국친구를 위한 선물 -과학 태권 무 디지털 북.

창의적 설계

과학 태권 무 창작하기, 과학 태권무 음악 창작하기.

감성적 체험

*과학 태권 무 발표하기, 디지털 북 만들기.

디지털 북 만들기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과학시화 전자앨범 만들기

2.과학태권무 디지털북 만들기

1. 교사소감
다른 교과의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면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2. 학생소감
다른 교과 학습내용 속에 과학적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
요. 교과의 내용들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공부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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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주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교과서와 함께‘STEAM’을 즐겨라!

활동내용
1.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가.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소통의 협의회
-매월 1회(김해월산중학교도서관 지정)
나.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이수
- 과학창의재단 융합인재 원격 기초연수(15h. 6명 이수)
- 경남과학교육원 융합인재교육직무연수(30h. 5명 이수)
- 과학창의재단 융합인재 심화연수(60h. 4명 동계대상자 확정)

2.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사례

대표 STEAM 프로그램

최종병기 활의 비밀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학생들이 힘과 운동에 대한 기본개념을 지식위주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영화, 전통
문화 등)를 토대로 힘과 운동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탐구, 형성해나가면서 단순한 학습이 아닌 학문적인 동기유발을 지속시켜 융
합적 사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M

힘과 운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

활의 기술적인
원리 찾기

활의 설계
및 제작

활의 모양 등
디자인하기

시간 및
거리이용
속력계산

상황 제시

* 최종병기 '활' 영화 분절 상영(VOD)
- 영화 속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거나 발표하게 한다.
- 학습내용과 관련, 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질문한다.

창의적 설계

핵심교과인 과학 단원내용을 토대로 융합적 과목요소를 적용하여 활을 창의적으로 설계 제
작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해 본다.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수행 활동을 통해 제작한 활을 직접 쏘게 하여 그 성능을 과학적 원리와 함께 체
득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하여 전통문화 홍보대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3. STEAM 수업의 효과
첫째, 교과서 내용의 기초 원리 쉽게 터득
둘째,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극대화, 지식 전이능력 및 실생활 문제해결능력, 융합적인 사고력이 신장

4.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
첫째, 학교 환경 및 학생 수준에 적합한 STEAM 교육 모형, 자료 준비에 최선
둘째, 교사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참여도, 관심도 증대

5.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
첫째, 코티칭을 통해 교과간 한계를 뛰어넘는 융합적 안목을 넓힘
둘째, 수업에 대한 지적 호기심 및 참여도, 집중력 증대

6.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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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수업에 대한 집중력, 흥미도 향상
활쏘기대회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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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호암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창의적 수업모델 적용을 통한 융합인재교육 활성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빛의 마술사(LED Cube)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Arduino를 이용하여 LED Cube를 만들어 보고 빛의 합성과 LED 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
- LED Cube 제작
- 조형 예술에 대한 창의적 사고력 향상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빛의 성질
전기 회로 구성

첨단 소재 활용
LED Cube 제작

E
LED 활용
LED Cube 제작

A
입체 조형예술
LED Cube

상황 제시

LED Cube를 만드는 미션을 제시.
SPL-Duino를 이용하여 빛의 예술 조형물을 만들 수 없을까?

창의적 설계

미션을 해결하기위한 창의적인 모형을 설계한다.
5×5×5 Cube 를 만들고 컴퓨터로 제어해보자.

감성적 체험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다양한 색의 입체조형물을 표현한다.
음악과 빛의 조화로운 종합 예술품을 만들어 감상해 보자.

학습 준거 틀

M
Matrix(배열)
프로그램 로직 구성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빛에 대한 흥미가 생겼으며, 본인이 로직을 짜서 직접 빛을 제
어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색다른 경험을 통해 현대 예술의 한 장르를 개척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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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라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활동중심의 융합인재교육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어떻게 소리가 들릴까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소리의 전달 과정을 파악한 후, 즐겁게 배우는 소리탐구 실험 활동을 통하여 과학
과 기술, 공학,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다양한 관점에서 자연과학을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고자 목적을 두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M

귀의 구조와
기능 및 파동의
원리 이해

부부젤라를
상상하고 제작

골전도 현상과
듀얼모드의 원리

다양한 음향
효과 만들기

캡부부젤라
관의 지름,
길이를 측정

상황 제시

학생들은 자신이 내는 목소리를 귀로 직접 들을 때와 녹음하여 들을 때가 각각 다르다는 사
실을 인지하면서 소리의 전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

창의적 설계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소리의 전달 과정을 이해하
고, 탐색 활동을 통하여 소리, 소리의 전달, 소리의 발생과 전달에 대한 과학적 이해.

감성적 체험

종이컵 전화기 만들기와 부부젤라 만들기를 통하여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내기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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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덕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과학사 기반 STEAM 교수 학습 프로그램

활동내용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대표적인 과학자를 선정하고, 그 과학자를 중심으로 과학사적인 사건을 흥미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배경 및 창의적 설계가 가능한 실험을 포함한 4차시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이때 수업 적용의 편의상 과목은 과학 과목으로
통일했으나 STEAM 요소를 고루 포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

대표 STEAM 프로그램

라부아지에를 찾아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산소의 발견에 관련된 과학사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한 가지의 사실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는 태도와 정량적 실험을 시도한 라부
아지에의 실험을 응용하여 산소 측정 실험을 설계해보고 과학사적 사실을 연극으로 재구성 함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E

A

M

산소의 발견과정
금소의 산화
산소의 쓰임새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체 분석의
최신 기술
기체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고안

산소의 발견 과정에
관한 과학사적 논쟁
을 연극 대본으로
표현하기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용
하여
산소의 부피 또는
질량 계산하기

상황 제시

너무나 흔해서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산소에 대해 산소가 없어지거나 과할 경우 생기는
현상을 상상해보고 동영상을 통해 이해하며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산소의 쓰임새와 특징
을 이해한다.

창의적 설계

라부아지에가 했던 연소 실험을 현대 실험에 맞는 SSC 실험 형태로 구성하여 공기 중 산소
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구상하며 산소의 발견에 대한 과학사적 논쟁을 연극으로 재구성하
여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

감성적 체험

과학적 진리가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과학적 태도를 키울 수 있으며 과학사에 대핸 흥미와 호기심을 가져볼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 과학사 수업이 흥미로웠다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80%를 차지했습니
다.
- 과학사 수업을 접목한 것이 일반 수업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했습니다.
- 다음에도 과학사 접목 수업을 받고 싶다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67%
를 차지했습니다.
- TIMSS 설문 결과 : t검증 결과 가치 영역을 제외하고 자신감, 즐거움
및 총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사후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흥미도(CIS) 검사 결과 : 자신감을 제외하고 주의집중, 관련성, 만족
감 및 총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사후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뢰수준 9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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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수업 후 90%의 학생이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다시 과학사 접목 STEAM 과학 수업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대답함.
지루하던 과학 수업이 재미있어졌고 시간가는 줄 몰랐어요.
친구들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서 더 재미있고 감명 깊었다.
과학을 여러 방면에서 다가감으로써 흥미가 생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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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마포고등학교 STEAM 융합 과학 프로젝트 전통 얼음 창고 석빙고

활동내용
2007년 주제 중심 통합 논술 + 2009년 융합과학 프로젝트
2012~3년 STEAM 융합과학 프로젝트
융합 과학 프로젝트 수업 모형은 하나의 중심주제를 토대로 다양한 교과의 연구팀이 프로젝트 수업 모형을 따라 개별 주제를 연구
하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흐름으로 구성된 수업 모형이다.
전통 얼음창고 석빙고라는 주제로
인문/사회/미술/물리/화학/생물 연구팀이
각 분야별 석빙고를 설명하는 연구주제를
선정 연구하였고교과 교사들은 연구팀 지도
교사이자 각 교과별 관련 STEAM 수업을
진행하였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전통얼음창고 석빙고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잊혀져가는 전통과학을 재발굴하고 새롭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
- 석빙고의 기술, 공학적 냉각원리를 활용한 자연에너지 건축물 설계
- 전통과학을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기름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단열의 원리 이해
열역학에 의한
공기흐름 이해

석빙고 모형 설계
및 냉각 실험

석빙고의 냉각
원리를 활용한
건축물 구상

석빙고 전시물
만들기
(포스터 제작)

서빙고 크기 유추
아치 구조의 역학
이해하기

최종 산출물로서 연구 내용을 종합한 석빙고
모형과 포스터를 제작, 석빙고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보고서와 발표용 포스터를 제작
전시하고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11.15)
STEAM 수업

STEAM

모형을 활용한 실험 실시

발표용 포스터 만들기

전시 자료 및 전시물 제작

상황 제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 어떻게 얼음을 보관했는지 호기
심을 가져본다. 고전 기록을 통해 빙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빙고와 장빙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창의적 설계

석빙고의 단열원리, 바람의 흐름, 홍예 구조 특징, 항균 메커니즘 등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적, 자연 에너지 활용 건축물을 구상해본다.

감성적 체험

전통과학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적용된 원리들이 지금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게된다. 석빙
고 모형과 전시 포스터 만들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경험
을 해 볼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수학팀으로 융합 연구에 참여하여, 우리 팀의 역할은 오로지 수학에 관한 문제와 그 해결에 중심을 두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연구를 진행하고 STEAM 수업을 해나가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순수수학이 아니라 인문, 물리 등 다른 과목 까지 다
루는 느낌이 들어 당황했다. 그러면서 융합연구라는게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평소 교과와 다른 교과가 서로 연결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 양성규(수학팀 팀장(학생))
교과 하나만 가르치는 교사는 다른 교과의 특징과 연계에 대해 잘 모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STEAM은 기본적으로 다학문적인 특
성을 갖기 때문에 나 역시 다양한 학문을 새롭게 공부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가르치는 교과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들에게 보여주고 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안재익 (교사 연구회-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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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동일교과 선생님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논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타 교과 선생님들과 수업을 교
류하고 수업을 위해 그런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2. 교사소감
무엇보다 더 좋았던 것은 단지 수학파트 만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분야를 합쳐
진행해 나가며 넓은 지식을 알게 되어 좋아하던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
었다. 동일교과 선생님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논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타 교과 선생님들과 수업
을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STEAM 수업을 위해 그런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
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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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풍문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헬륨풍선을 이용한 과학위성키트 제작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헬륨풍선을 이용한 과학위성키트 제작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나로 과학위성의 역할 및 목적을 이해하고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용 과학위성 키트를 설계할 수 있다.
헬륨의 부력을 이해하고 교육용 위성키트를 띄울 수 있는 부력을 산출할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헬륨의 부력산출
고도에 따른
기압의 변화
과학위성의 역할

T

촬영키트 구조물
안전한 헬륨풍선 및
설계 및 제작
촬영키트 제작
동영상촬영장치 결정 무선통신장치의 작동
원리 및 적용
및 이미지처리

예술적인 헬륨풍선디자인

STEAM

헬륨풍선의 부력측정

A

M

헬륨풍선의
예술적인 디자인
평면디자인과
입체디자인 차이

헬륨풍선의
부피계산법 개발
부력에 따른 촬영장치
질량 결정

헬륨풍선 관측키트 띄우기

키트로 촬영한 학교전경

상황 제시

우리 동네를 관측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만들어 동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해볼까?
내가 헬륨풍선을 타고 여행하려면 몇 개의 풍선이 필요할까?

창의적 설계

풍선이 납작하여 평면일 때 표현한 디자인이 바람을 넣어 구형이 되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예측하여 그려본다.
나로 과학위성의 구조와 각 부품의 배치를 이해하고 내가 제작하면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
를 스케치한다.

감성적 체험

풍선에 나만의 캐릭터를 표현한 나의 애드벌룬을 제작하여 자신의 집에 띄워둔다.
헬륨 풍선 촬영장치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지 평가를 받는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E

STEAM 공개수업에 참여한 인근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참관하다가 재미있어하며 학생들과 같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현대적인 촬영도구와 헬륨풍선이라는 고전적인 것이 융합되어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성 개발에 효과적이었습니다.

2. 교사소감
헬륨풍선이 오락이나 행사용으로만 이용되지 않고 과학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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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칼레이도 사이클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사물의 형상화 및 패턴화 능력 향상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

T

E

A

M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우리의
할 일을 이해

의식 구조 전환
홍보용 칼레이도
사이클을 제작

칼레이도
사이클을 조작

우리의 의식 구조
전환 홍보용 4컷
그림스토리를 그림

칼레이도 사이클의
원리를 이해

상황 제시

칼레이도 사이클로 제작된 예를 보여준다.

창의적 설계

녹색 성장을 위한 우리들의 의식 구조 전환과 실천을 위해 팀원간의 협동심을 발휘하여 설득
력 있는 4컷 그림스토리를 그리고 발표해본다.
녹색 성장을 위한 우리의 할 일을 그림스토리로 그리고 칼레이도 사이클로 만들어본다.

감성적 체험

녹색 성장을 위한 우리들의 의식 구조 전환과 실천을 위해 팀원간의 협동심을 발휘하여 설득
력 있는 4컷 그림스토리를 그리고 발표해본다.

○ 운영결과
과학에 대한 인식변화는 학년 초에 비해 긍정적인 변
화가 3.9 % 상승, 과학에 대해 흥미가 없던 학생들도
학년 초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1학년 중점
과정 학생의 과학 탐구 능력은 평균이 3.21점 향상되었
다. F 검정치가 0.089로 0.05이상이므로 등분산으로 독
립변수 T검정이 가능, T 검정치(양측)가 0.139로 귀무
가설 기각, 즉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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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과학적 태도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응답 비
율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 융합인재교육(STEAM)에 따른 과학탐구 능력의 향상도 확인하였으나 저학년일수록 효과는 더 좋았다.
- 과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 분양에서의 과학적 소양과 융합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과학적 태도가 함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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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전기, 빛, 소리 그리고 탄생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전기, 빛, 소리 그리고 탄생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특성화고에서 자신의 전공이 아닌 타 전공을 배우는 융합프로젝트로서 ,내용은 적외선 센서가 멜로디 IC를 만나면서 어떤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A

T

E

에너지띠 이론
물질의 전도성
p-n접합

새로운 아이디어
구상

전자회로 설계

작품 제작하기

상황 제시

우리 생활 속에는 적외선센서를 이용한 기기들이 많다. 자동차 문을 무선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동차용 리모콘 등도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도 송신부에서 발생한 적외선 파장이 수신부의 포토트랜지스터(멜로디IC)를 만나는 원
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켜 보자.

창의적 설계

적외선을 받아 동작하는 수신부에서는 적외선 빛을 받는 포토 트랜지스터과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주는 트랜지스터를 통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온다. 이 원리를 어떻게 활용할 지 아
이디어 구상을 하고 작품을 설계한다. 설계한 작품을 모형으로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든 후 PPT등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 모둠별로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교과를 체험하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학생 : 시간이 짧아서 잘하지는 못했지만 재미있었다는
의견과 타 전공이라 어려움이 많고 힘들었으나 다른 분
야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 프로젝트를 처음해 봐
서 어려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교사 : 융합형 교수학습 모형은 특성화고에서 적용하기
에 적합하다는 의견과 그동안 담당교과 학습에만 치중했
으나 STEAM수업을 통해 융합형 교육으로 한발 다가서
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여러 교과가 융합을 하기 위해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서 타 교과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 교과 특성에 따라 활발하고 폭넓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되었다.

2. 학생소감
특성화고에서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체험했으며, 타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른 전공과의 융합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미래세계에는 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46 | 2013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중등

Part 4 성과자료 교사연구회 |

247

[서울]

보성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위한 STEAM 프로젝트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스마트폰을 이용한 측정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 장치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학습 준거 틀

S

T

E

A

M

센서의
과학적 원리

센서의 제작
기술

센서 제작
기초

프로그램
디자인

프로그램
기초수학

상황 제시

사람의 감각 기관과 역할.

창의적 설계

스마트폰 센서의 종류와 이용.

감성적 체험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디자인 개선.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단순히 게임이나 통화, 카카오톡 등의 내용이 아닌 새로운 실험 기구로 생각.
학생들이 다양한 실험을 찾아보고, 스마토폰을 이용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운영결과
- 다양한 융합 수업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 학습에 대하여 관심이 없던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이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문과 학생들도 융합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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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소리를 찾아 하나로, YDP STEAM

활동내용
1. 소리로 하나가 되는 STEAM 프로그램

대표 STEAM 프로그램

소리로 하나가 되자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소리'를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교과 간 공통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교과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STEAM 수업 적용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A

E

T

여러 가지 소리
우리 주변의 소리들을
분류해보고 소음에
대한 해결책 찾아보기

숫자와 음계
음계를 숫자로
표현해보기

아름다운
화음 내기
같이 어울리는
소리 내보기

오카리나
설계 하기
소리나는 기구 구조
설계하기

당근 오카리나
만들기
야채를 이용하여
오카리나 만들기

소음 문제 해결은 내가

숫자의 비가 음계에

몸과 소리가 한 마음으로

2. 빛과 소리로 함께 한 YDP STEAM 여름 캠프
활동 프로그램
1. 전자 드럼 들여다보기로 알아보는 압전 소자
2. 압전 소자로 미니 손전등 만들기
3. 빛과 수학으로 하는 저글링
4. 전자 드럼과 저글링으로 공연을

STEAM

상황 제시

소음과 관련된 영상과 사진, 소음과 관련된 뉴스를 청취한다.
아름다운 화음의 아카펠라 연주를 듣는다.

창의적 설계

소음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아름다운 화음이 가지는 특징을 찾아본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설계해본다.
음계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감성적 체험

소음 해결 방법을 발표해본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본다.
여러 가지 생활 소재로 나만의 악기를 만들어본다.
스마트폰 앱으로 내가 만든 소리를 감상해본다.

학습 준거 틀

활동 방법
학부모회 캠프와 함께 하며 교내 실험실에서 1박

운영결과
학생
-

수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
수업 내 상호 소통 증가
활동적인 수업 증가
다양한 자기 표현 증가
새로운 관심 영역 발견

교사
- 학생에 대한 이해도 증가
- 교사간 소통 역량 증대
- 자기 성찰 기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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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어낸 소리
아름다운 화음의 아카펠라
연주를 듣는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STEAM 인지도 증가
STEAM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공감 및 학부모 캠프 지원
교내 STEAM 캠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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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일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C-STEAM 적용을 통한 창의성 신장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영화의 전당(BCC), 해체주의 건축 융합하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BCC건축의 스팀 요소별 탐구를 통한 융합 분석
해체주의 개념을 도입한 새 융합 건축 디자인하기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A

S

T

E

M

해체주의
미술 사조

힘의 평형, Pascal
원리, 소리의 성질
LED(반도체)

건축공법
Lift Up 공법

조명기술
음향기술

회전력

해체주의설명자료

STEAM

BCC 과학원리발표

Lift up 공법설명자료

조명용 LED실험

상황 제시

BCC 건축에서 융합상황을 제시하고 스팀 요소별 분석을 하게 함.
과학 요소를 있는 대로 찾게 한다.
예술, 기술, 공학 요소를 있는 대로 찾아 본다.

창의적 설계

'내가 살고 싶은 집' 을 해체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디자인해 보게 함으로써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상상력을 펴게 한다.
공법, 조명, 음향 등 과학요소를 포함하여 설계함으로써 융합을 체험.

감성적 체험

기존 해체주의 미술 사조를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한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끼
게 하고, 역학적 조형을 통하여 건축으로 완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함.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개념학습 효과 : RHD 개념도 작성
2. 창의성 효과 : 산출물(활제작, 보고서, 그림, 디자인)
3. 소감(학생)
그림을 그리면서 빛의 회절 뿐 아니라 초음파 사진에 관해서도 좀 더 알게 되고 융
합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전에 그냥 그렸던 미술시
간과는 달라서 그리는 데 정성 뿐 아니라 많은 내용을 배웠다(D여고 이O윤).
4. 수업 후 교사 소감
한 주제를 둘 이상의 교사가 co-teaching하는 과정이 다소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융합에 의한 산출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보니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K고,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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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개념학습 효과: 개념도(RHD) 작성
창의성 효과: 디자인 작품(내가 살고 싶은 집)
소감: "여러 과목들을 따로 배우는 것 보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심오하게 생각해본 교육은 처음이
어서 신선하게 다가 왔다.”

Part 4 성과자료 교사연구회 |

253

[부산]

혜화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Oil Shock에 대한 우리의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오일(oil)이 고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에너지 없이 즉, 자동차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실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하는 방법 경험.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의
올바른 에너지 습관과 식량을 가꾸면서 환경감수성과,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반도체
전자기력
에너지 전환

열전소자
태양열
자가 발전기

태양열
지열장치
만들기

공동체 주의

오목거울의
초점계산

태양광으로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가방

STEAM

자가발전기로 휴대폰 충전

버려지는 열로 전기생산

태양열 집광장치를 제작하
여 융합과학 실험교구 제작

상황 제시

자원의 고갈로 Oil Shock(오일쇼크) 상황을 제시하여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론 및
설계를 한다.

창의적 설계

에너지 없이 학교 가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하기,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 생산법.

감성적 체험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 해본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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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과학과 각 과목간 연계를 통하여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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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교육을 통한 친환경 주택 설계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친환경 건축 재료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 재료인 황토의 특징을 실습하는 과정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창의적인 황토 건축물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공학적 노력을 탐색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친환경 건축재료의
의미와 친환경
건축재료의 효능

친환경
건축재료의 분석

친환경 재료 탐구

STEAM

E

황토의 분석

A

친환경
건축재료의 실험

M

황토 건축물
디자인

황토의 곰팡이번식 실험

친환경
건축재료의 분석

황토벽돌의 부식실험

상황 제시

친환경 건축물에 창의적인 공학자가 되어 참여해 보자.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건축 재료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있을까?

창의적 설계

친환경 건축 재료에 적용된 과학 개념을 찾아 친환경 건축물 설계하기.
과학적 원리를 고려한 창의적인 건축물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주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킨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조화로움을 생각할 수 있다.
팀원들과 협력하는 중에 소통 능력을 기른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처음으로 화공과 실습장에 들어가 건축과 관련된 수업을 하며 새로운 것이 많았다. 친환경 건축재료를 조사하고 탐구하며 황토
의 효능에 대하여 실제로 분석하고 실험을 해보니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어 매우 재미있었다.

2. 교사소감
화공과 교사와의 Co-teaching으로 학생들이 탐색하여 찾아낸 친환경 건축재료 중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황토에 대하여 과학
적인 근거와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친환경 건축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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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상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토론형 STEAM 프로그램 운영

활동내용
연구회에서 활동한 내용
반응열(발열량, 중화열) 측정하는 실험기구 개발
* 전류에 의한 열작용 시 온도 변화를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시, 온도 변화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 학생들 간의 협동심을 기르고, 완성 후의 성취도감을 느낄 수 있으며, 모형의 설계
와 제작,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해결력과 성공의 경험을 통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
을 가질 수 있다.

세포의 표면-부피 가설(Surface-Volume Hypothesis) 탐구

대표 STEAM 프로그램

반응열(발열량, 중화열) 쉽게 측정하는 실험기구는?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전류가 흐를 때 온도 변화가 있음을 측정, 산 염기 반응열의 발생 측정(실험 시 열 손실 최소화, 온도 변화 측정의 창의적 편리성)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 생물체의 몸집이 커질 때 세포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표면적과 부피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S

T

E

A

M

발열량의 이해
반응열의 이해

제품의 구상

제품의 설계

디자인과
주제 표현

반응열의 계산

유전자 DNA 모형 만들기
* DNA모형만들기를 통해 DNA이중나선구조와 상보적 결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STEAM 교육 학습·자료 만들기
* 개선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계하여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태양광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전기 발생을 관찰할 수 있다.

간이 분광기 개발
* 빛의 굴절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분광기를 제작해 봄으로써 수업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등가속(등속) 낙하 전류 실험 STEAM 교육 학습·자료 만들기

STEAM

상황 제시

온도 값을 눈으로 읽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져서 대략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소수점
이하 변화 값을 읽는 것이 부정확성을 느끼게 한다.

창의적 설계

발열량 측정 원리를 제작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실험설계를 할 수 있다. 수작업(고리동선)
교반 반응을 시켜야 하기에 안전성의 부족 부분을 설계한다.

감성적 체험

역할을 분담하고, 협동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통하여 산출물이 완성되어질 수 있
음을 알게 되고 의사소통의 능력 및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 코일의 감은수, 자기장의 세기, 자석의 속도에 따른 유도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운영결과
STEAM 수업의 효과 : 반응열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열량, 중화열
에너지 측정은?

학생 활동 사진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수업 효과를 나타내는 통계 결과 : 93%이상의 학생들이 STEAM 수업 방법에 만족하며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보임.
학생, 교사, 학부모 소감: 다양한 관점에서 실험할 수 있어서 좋으며, 학습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설계와 난이도의 지식으로 수업
을 구성하고 진행, 학생 만족도가 높음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학생 소감)
제작, 설계를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
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과정을 할 수 있었다.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교사 소감)
학생들이 동참 제작한 반응열 측정기를 수업에 이용하여 학습함으로써 발열량 측
정에 대하여 더 흥미를 느끼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음
흥미>동기>성공의 기쁨 등을 통해 지적, 정서적 경험과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하는 감성적 교육 체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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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성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층간소음과 연관한 스토리텔링적 실험연구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재활용품을 활용한 스마트폰 스피커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과학의 유용성을 느끼게 한다.
창의적인 스마트폰 스피커 설계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을 키운다
재활용품을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소리의 중첩과
공명

스마트폰
스피커제작

스마트폰
스피커 설계

스마트폰
스피커
디자인

소음의 측정
로그함수

설계과정

STEAM

제작과정

발표

상황 제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대두 시키면서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부각시
킨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며, 우리가 학습한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활용한 스마트폰 스피커 만들기를 제안한다.

창의적 설계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모둠 별로 토의하여 스마트폰 스피커를 설계해본다.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야 편리할지, 큰 소리가 생각해보게 한다.

감성적 체험

소음 측정기 및 MBL장비를 이용하여 소리의 크기를 비교 측정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경험을
하며, 이를 통해 물리과목의 유용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이번 과제를 통해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소리에 대한 과학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잘못 알고 있던 내용도 바르게 다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조별 프로젝트 수행으로 성취감과 팀워크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평소에 쓰레기로만 보였던 재활용품이 이렇
게 쓰일 수 있음을 알게 되어 평소에 재활용을 하지 않던 나에게 깨우침을 느끼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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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청라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으로 과학에 대한 꿈과 끼 키우기

활동내용
STEAM Festival (학교 행사 / 창의적 체험활동(행사활동) / 기존의 '과학의 날')
모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즐겁게 과학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4시간 동안 전교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행사를 운영하였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움직이는 과학과 예술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과학원리가 들어가는 Kinetic Art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융합의 의미를 알고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게 된다. 과학 원리를 적용 하
고 조원들이 하나의 공동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협동작업으로 인한 기쁨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경험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S

T

E

A

빛과 파동
나선의 암호

아두이노

아두이노

Kinetic Art

STEAM
STEAM 나눔 활동 (학교 행사 / 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요소와
수업 흐름도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Macro&Micro World"라는 주제로 현미경과 망원경을 체험할수 있도록 4회 과학재능기부 활동을 했으
며, 4회에 걸쳐 청소년 수련관의 ‘창의존’ 행사에서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재능기부활동을 하였다. 그 밖에도 인천과학문화
축전, 인천과학대제전, 수리원리탐구대회에서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STEAM 캠프 (학교 행사 / 창의적 체험활동(행사활동))
<지층의 역사 속으로>, <Kinetic Art &Science>, <Electro-friendship card>, <저글링과 함께 하는 Doing math>, <I’m a science
journalist>라는 주제로 활동하며, 학생들과 함께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운영결과
“과학은 우리 주변에, 아니 어쩌면 모든 곳에 과학이 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
니라는 것을 이번 수업으로 느꼈다. 내 꿈인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과학을
알아 세상을 이해하는게 먼저라고 생각되었다.”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 되는 게 많고 이 과목을 배움으로서 우리가 미래에 직업
을 선택 할 때 더욱 쉽게 직업을 고를 수 있고 이 과목을 배움으로 우리가 실생
활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융합 수업에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에는 정해진 답이 없어서 좋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상황 제시만 해주면 학생들은 수없이 많은 정답을 쏟아 냅니다. 융
합 수업은 진행하는 사람에게도 배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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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상황 제시

아름다운 미술 작품의 감상은 우리의 감수성을 키워주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 과학과 예술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Kinetic Art 작업 과정을 통해 융합
의 의미를 느껴보자

창의적 설계

조원들과 과학 원리가 들어간 Kinetic Art 작품 설계도를 구상하고 작품을 만들어 보자

감성적 체험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배우고 완성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Kinetic Art 제작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결과물에 성취감도 느꼈지만 작업 과정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설계에서 역할분담 및 제작과정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STEAM 수업이 왜 좋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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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해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뫼비우스띠 네버앤딩스토리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뫼비우스띠 네버엔딩 스토리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본 수업은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미술에 창의
적으로 적용하고 표현하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학습 준거 틀

S

T

A

M

뫼비우스띠와
물리학의 연관성
이해

뫼비우스띠의
산업현장에서
활용

이야기 구조
만들기

뫼비우스띠의
수학적 표현

상황 제시

뫼비우스띠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뫼비우스띠의 용도를 알아보다.

창의적 설계

뫼비우스띠의 성질을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알아보고 뫼비우스띠의 구조를 이용한 이야기 구
조를 설계한다.

감성적 체험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나 과학지식을 응용한 이야기 구조를 뵈비우스띠 위에 표현해 본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원래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론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뫼비우스 띠를 직접 만들어서 관찰해
보고 여러 형태로 뫼비우스의 띠를 만드는 것을 보니까 기억에 남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운영결과
뫼비우스의 띠를 생각하면 고무줄 같은 것을 그저 꽈배기처럼 한번 비튼 것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를 이용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든다니 꽤나 흥미로운 일 이었다. 칸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나로써는 뫼비우스의 띠에 무한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어 주기도 했다. 끝이 없는 이야기,
반복되는 행동, 버릇 등을 뫼비우스의 띠를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건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다!다만 그릴 때 앞과 뒤의 상
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한번 다시 그렸어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고뇌하고 고뇌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지만 만약 선생님
이 먼저앞뒤 상하가 반대되어야 한다고 설명 해 주셨으면 고민하는 것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이런 칸 만화 그리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친구들도 열심히 그리는 걸 보니 즐거워 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활동을 한번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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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음악 중심의 STEAM 수업

활동내용
1. STEAM 프로그램 계발 사례
음악에 들어있는 수학, 과학적 요소를 찾아 음악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음악과 수학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차시별 교
수-학습 과정을 제시한다. 음악에 대하여 박자, 음높이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음높이를 활용한 악기 제작과 함께 최종적으로 학
생들이 자신만의 곡을 작곡해 보는 활동 과제를 제시한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피타고라스 음계로 팬플룻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음악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음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T

E

A

소리와 진동
진동수와
현의 길이

진동수비 계산
삼각형 닮음을
활용한 작도

팬플룻 관의
길이 작도

나만의
팬플룻 만들기

음정의 이해
악기 만들어
연주하기

음높이와 진동수 탐구

STEAM

1. 수업 적용 전과 이후의 학생의 반응 분석

팬플룻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상황 제시

팬플룻의 각 음계의 관의 길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피타고라스는 진동수 비율이 간단한 정수비로 주어질 때 두 음이 조화롭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비율은 무엇일까?

창의적 설계

피타고라스 음계를 이용하여 악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관의 길이를 구하려면 주
어진 선분의 2/3배를 작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작도할 수 있겠는가?

감성적 체험

피타고라스가 말한 자연의 소리인 유리수 진동수비를 이용하여 악기를 만들고 연주해보자.
연주를 통해 음높이가 잘 표현되었는지 확인하자.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삼각형의 닮음
활용한 음길이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과 음악의 관련성을 거의 알지 못하였으나, 수업을 진행한 후 수학과 음악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더욱 느끼게 되었고, 수학에 대한 흥미 역시 소폭 상승하였다.
평소 수학에 자신이 없어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즐거워 하며 악기를 만들었다. 또한 악기를 만들기 위해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얻으며 직접 작도를 완성하고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수학을 통해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학이나 과학을 학습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 같다. 수업 준비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고 학습 내용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이러한 STEAM 수업모형은 실제 적용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2. 학생소감
음악과 수학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학습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매번
수학은 지루하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수학적인 계산과 내용을 이용하여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2.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소감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수업에 참여하고,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평소 수업시간에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새로운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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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사진매체를 이용한 융합형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

활동내용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고 능동적인 앎의 세계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삶의 달콤한
느낌과 안락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총체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문화적 감수성과 함께 키워준다면 삶의 기술에 능통한 지혜로운
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교육이란 바로 그런 지혜를 학습자들이 몸소 체험하며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생
산하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런 문화적 생산력은 새로운 세기의 선구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특히 중도탈락률과 학교폭

대표 STEAM 프로그램

무공해 비행기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고 능동적인 앎의 세계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삶의 달콤한 느낌과 안락함을 느끼게 해준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문제가 심각한 본교에서의 융합교육은, 중도 탈락
률을 낮추고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및 폭력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교육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력 등 문제가 심각한 본교에서의 융합교육 방법론은 창의적인 인재육성만이 아닌, 생활지도 및 폭력예방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필연적인 교육요소
라고 할 수 있다.
- 담론 구성 : 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고의 도구로서의 '리
터러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개념과 이론을 이해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어, 과학, 수학, 역사, 음악 등의 텍스트를 학습자 들이 읽고 쓰
는 방법을 창의적 사고력 증진과 연계하여 적용함으로 교사연구회 뿐만아니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STEAM방법론의 유의미성에 대한 담론을
구성했다.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 체험과 기록 : 카메라와 사진의 인문학적 기능을 이용하여 전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체험수업을 진행하고 통합적인 관점의 STEAM방법론이 사회
와 문화를 이해하고 비평하는 데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학습자들에게 직접 체험시키며 그 교육의 효과를 기록 했다.
- 시각적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지도 : 제도교육 내에서 사회문화와 개인의 성찰이라는 융합 교육의 목표를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과정에 코드화 시

S

T

E

A

M

카메라의 작동원리 /
사진의 재현원리 /
뇌과학 / 인화원리 /
프랙탈

카메라 작동법
카메라 작동원리
사진인화

생명공학 /
카메라 작동법 /
카메라 작동원리

철학 / 미술 / 문학 /
음악 / 역사 / 사진 /
심리학 / 기호학 /
영어 디자인

프렉탈
피타고라스의 법칙

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각문화 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효용성을 시범수업을 통해 확인하고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 다원화된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 : 기존 교육의 영역 속에 새로운 STEAM방법교육의 방법론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가들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의 방법론 및 문화의 생산자로서의 학습자들이 재규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시켰다. 특히 문화예술교육분야의 전
문가들의 모니터링 및 자 문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 작업을 가속화하여 보편타당한 문화예술교육프 로그램으로의 발전을 꾀
했다.
- 교사 재교육 : 학교현장 각 분 야에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을 접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교사들을 협업 연구 나 토론회와 공개수업

사진 찍기

찍은 사진보고 이야기하기

등의 기회를 통해 재교육하여 공교육 과정에서 STEAM교육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찍은 사진을 이용한
통합수업

사진과 카메라로
읽고 글쓰기

- 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 전체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개하여 STEAM방법론의 교육적 가치 및 문화예술발전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의 계
기를 마련했다.

STEAM
학습 준거 틀

상황 제시

사진과 카메라로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 사진찍기
- 찍은 사진 보고 이야기하기

감성적 체험

- 찍은 사진을 이용한 통합수업
- 사진과 카메라로 읽고 글쓰기

운영결과
- 자신의 보는 방식을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우리사회의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 비평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 세상을 인식할 때는 언제나 재현의 창이 개입됨을 이해했다.
-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었다.
- 시각 이미지를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융합적인 아이디어와 사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시각에 따라 사고의 관점이 달라져서 정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다양한 분야의 감성적 체험으로 인성교육은 물론 창의성 신장에도 도움이 되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자신의 보는 방식을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 비평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세상을 인식할 때는 언제나 재현의 창이 개입됨을 이해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었다. 시각 이미지를 읽고 쓰는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융합적인 아이디어와 사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시각에 따
라 사고의 관점이 달라져서 정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감성적 체험을 통해 몰입과 성취감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았다.
- 술, 인터넷, 폭력, 섹스, 도박, 절도와 같은 비행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 문화적 소비자에서 자신들도 문화적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자존감을 형성했다.
- 교육방법론의 변환이 학생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 이는 생활지도나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훨씬 더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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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괴정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적정기술과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융합인재교육(STEAM) 자료 개발 및 적용

활동내용
1. 교원의 역량 증진을 통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활성화
디자인씽킹 워크숍 실시
- 제1회 적정기술-디자인씽킹 워크숍(2012.12.15)
- 제2회 적정기술-디자인씽킹 워크숍(2013. 2. 7.)
- 제3회 적정기술-디자인씽킹 워크숍(2013. 3. 9.)

대표 STEAM 프로그램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물의 정수 방법 탐구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디자인 씽킹과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통해 대상과 공감하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적 탐구력과 공학적 설계,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 할
수 있고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고 함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수질오염지표, 정수기 인터뷰 계획, 아이디 탐구 설계 및 수행,
구조와 원리, 균 배양, 어 수렴과 발산 과정, 수질 측정 키트 활용
아이디어 피드백, 물
SODIS, 워터콘
정수시스템 디자인

A

M

인터뷰 및 공감,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공감,
수자원의 소중함

콜로니 카운트 시
통계적 기법 활용,
원시료의 집락형성
단위(CFU)계산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적정기술 동아리 지도교사들과 학생동아리 리더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함

2. 적정기술과 디자인씽킹을 이용한 현장 적용성이 높은 STEAM 수업 모델의 개발
디자인 씽킹과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통해 대상과 공감하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
안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적 탐구력과 공학적 설계,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 할 수
있고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함

물부족 국가 상황
공감 및 문제인식

3. 프로그램 적용

STEAM

1. 교사들의 협의회를 통한 정보교환과 연구활동으로 교원의 역량 증진을 통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활성화.
2. 적정기술과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현장적용성이 높은 수업 모델 개발로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정기술을 제안하는 활동을 확산.
3. 과학탐구토론대회 ‘적정기술’을 주제로 한 대회에서 연구회 소속 과학동아리 학생들의 우수한 수상 결과를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 및 감성적 체험 활동을 통한 융합인재의 양성 효과 확인

아이디어 내기 및
정수시스템 디자인

SODIS 탐구 및
정수효과 분석

상황 제시

물 부족 국가들의 현실과 생활상을 동영상 자료로 제공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여 감정적 공감해보기
깨끗한 물의 기준이 무엇일지 기준 제시
간단하게 물을 정수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창의적 설계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다양한 물 정수 아이디어 제시
아이디어 공유와 수렴 과정을 통한 모둠 해결안 도출
계획한 방법으로 물을 정수하고 그 결과를 확인

감성적 체험

모둠 간 평가와 모둠 내 토론을 통해 피드백 실시 및 아이디어 발전
- 수자원의 중요성 확인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물부족 국가 조사 및
대상자 중심인터뷰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 정해진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내 아이디어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제안할 수 있던 기회를 가
지게 되었다.
-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여럿이서 생각을 나누고 모아서 나 혼자 생각했던 것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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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산업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Junk Art science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Junk Art Science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정크아트사이언스는 가속화된 산업사회 속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대용량의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폐 휴대폰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에 과학적인 요소를 가미한 STEAM 주제이다. 정크아트사이언스를 통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을 가지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학생들에게 흥미과 관심을 고취하며, 상상과 느낌에 의해 반응하고, 반도체의 구조와 원리를 탐색
하는 창의적인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였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반도체
신소재

모터를 활용한
작품 설계
및 제작

도구를 활용한
작품 만들기

정크아트
폐전자제품
디자인

차원, 집합,
전개도 분석

폐휴대폰을 이용한
수업 장면

STEAM

정크아트

정크아트 사이언스

정크아트 사이언스

상황 제시

산업의 가속화로 발생된 환경오염의 쓰레기인 폐 전자제품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로봇은 무
엇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창의적 설계

폐휴대폰, 폐전자제품등을 분해하여 어떤 부품이 있으면 작동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부품들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정크아트 사이언스 작품을 설계해 보자.

감성적 체험

정형화된 재료가 아닌 부서진 전자제품 부품을 이용하여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만들
어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다.
단순한 정크아트가 아닌 과학적 요소가 들어간 동적인 움직임의 작품을 만듬으로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대 시킬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STEAM 수업 학생 만족도 조사
1차 조사시 매우 만족 12% 에서 최종설문조사결과 57%로 만족도 증가, 이외에도 과학 수업시
과목연계성 정도, 주제의 흥미도, STEAM수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도 병행하여 실
시함

2. STEAM 을 통한 학생들의 소감
폐휴대폰을 분해하고 각 부품들을 역할과 구성요소를 알게 되었고 분해된 부품을 가지고 로봇,
곤충등 여러가지 작품을 만들면서 무한한 재미와 감동이 내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폐휴대폰의 분해와 창의적인 작품설계로 수업의 재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학교에 다니는 재미가 있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할지 궁금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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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애니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교육을 활용한 전자기장 스마트폰 게임 제작

활동내용
1. 스마트폰 게임 제작을 통한 STEAM 연구 : STEAM 관련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연구회 구성
(8명)
-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주제 선정 :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제작을 주제로
하고 이를 토대로 교과간 융합 수업을 하기로 선정
- 교사 사전 수업 실시 및 교과연계형 수업 적용
- 1학년 국어, 2학년 그래픽, 3학년 수학, 컴퓨터게임 시간을 이용하기로 함

2. STEAM 프로그램 개발 : 게임을 통해 전자기장의 원리를 익히는 STEAM 학습자료 개발
- STEAM 공학 수업 중 컴퓨터게임을 기반으로 교과융합 진행 -> 동부산대 교수님께 콘텐츠에
대한 자문 조언
- 총 20차시에 걸쳐 요소별 STEAM 학습자료 개발
- 과학 : 자기장의 원리와 물리, 공학 : 스마트폰 게임 제작, 그래픽 : 게임그래픽 제작, 수학 : 게
임수치 계산, 국어 : 게임시나리오 제작

대표 STEAM 프로그램

STEAM 교육을 활용한 전자기장 스마트폰 게임 제작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게임 제작 교육은 인문, 예술, 공학의 세 요소의 융합되어야 하는 분야로 STEAM으로 표현하기 매우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
다. 이에 게임제작 프로젝트 학습과 STEAM교육을 연결하고 과학을 주제로 선정하여 소재의 흥미도를 높이려고 계획하였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전자기장

기기선정
(PC, 스마트 폰)

선정된
기기에서
구현방법

게임에 사용될
리소스 제작

게임의 여러가지
수치 계산

3. 프로그램 적용 : STEAM 교육을 활용한 스마트폰 게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적용
- 컴퓨터게임개발과 학생들 이외에는 컴퓨터게임제작이 불가한 상황이라 보드게임 제작을 통한
STEAM 프로그램 적용
- T-Store에 등록, 배포, 앱 제작 후 QR Code를 제작하여 주변 학생들에게 배포

운영결과

STEAM
학습 준거 틀

상황 제시

과학 분야에서 주제를 탐색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임 제작

창의적 설계

기초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인 게임을 구상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과학시간에 배우는 자기장을 실제 게임으로 제작함으로써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하게 되며,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활동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1. STEAM 수업 학생 만족도 조사
STEAM교육 시범학교 운영 결과, 그 만족도가 82.5%로 나타났다. 또 75.3%의 STEAM교육이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
답해 교사들이 STEAM교육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스마트폰 게임 개발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게임 제작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었음.
게임은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는 UI, 즉 그래픽과 크게 연관이 되며 또한 시나리오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종
합적인 영역임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됨.
게임의 이점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게임과 관련이 없는 수업에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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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삼일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Eco-town 건설 project!'를 통한 STEAM의 적용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Eco-town 건설 project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대체 에너지(녹색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직접 녹색마을을 설계해보는 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마을을 친환경 마을로 조성하려고 한다. 환경 오염을 고려하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도록 녹색 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을을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설계해보고, 모형으로 제작해보자.' 라는 상황 제시를 통해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4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녹색에너지,
태양의 복사에너지

태양광 주택 및
발전기의 원리

녹색 타운 건설

마을 꾸미기

작품제작서 작성

스토리보드 작성

모형 제작

1. 'Eco-town 건설 project' PBL 프로그램 모형 구안
- 환경조성
- 주제 선정
- 프로그램 개발

마인드맵 작성

STEAM
2.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상황 제시

우리 마을을 친환경 마을로 조성하려고 한다. 환경 오염을 고려하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
도록 녹색 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을을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설계해보고, 모형으로 제
작해보자.

창의적 설계

마인드맵을 통한 우리마을에 사용할 에너지 선정, 마을 설계, 모형 제작.

감성적 체험

작품 제작을 통해 서로 협동하고 공유하며 실패를 이겨낼 때의 성공적 기쁨.

학습 준거 틀

1. 적용 대상
- 시범적용 : 삼일여고 과학 및 미술 동아리
- 본적용 : 고등학교 1학년 전체
2. 프로그램 주제 : ' Eco-town 건설 project '
3. 프로그램 개발
4. 적용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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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설문조사
STEAM 수업흥미도조사
- '매우 그렇다' 는 의견이 1차조사시 25%에서
최종 40%로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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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흥미도를 측정을 위한 검사는 과학흥미도 검사지 활용
- 학생 대조군 40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 실시 및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면담 실시하여 그래프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
- 성과발표회 참석

1. 학생소감

�
�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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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평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꿈과 끼를 키우는 융합형 인재 양성 STEAM SCHOOL

활동내용
가. 기

간 : 2013년 7월 22일(월) ~ 2013년 7월 26일(금)

나. 대

상 : 성남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 본교 1학년 학생 30명(과학중점과정희망자)

다. 담당교사 : STEAM 교사연구회
라. 프로그램 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색 인식과 빛의 합성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점묘화 그리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빛의 가산혼합과 색의 감산혼합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사람의 시각세포가 반응하는 파장의 전자기파를 빛의 3원색(RGB)이라 함을 안다.
인쇄물이나 TV 화면에서 색채를 구현하는 기술과 연계하여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인간의 색채 인식과 연관 지어 점묘법 등 색채 구현의 원리를 학습하고 자신의 심미적 안목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생활용품 꾸미
기를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A

T/E

A

빛의 3원색과
색의 인식 이해

빛의 3원색,
색의 3원색 비교

현대생활에서의
3원색의 활용

미술 작품에서의
빛의 활용

빛과 색의 3원색 비교를
통한 병치혼합이해

루페를 통한
신문이나 잡지 관찰

마. STEAM SCHOOL 모습 및 학생 STEAM 산출물

분광기를 이용하여
스펙트럼 관찰

운영결과

STEAM

빛을 표현한 인상파
화가 작품 감상

상황 제시

모네와 쇠라의 미술 작품을 보면 점으로 색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문의 여러 색을
보면 마찬가지로 점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왜 점을 찍었을까?

창의적 설계

생활용품에 그릴 점묘화를 구상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활용하고, 빛의 3원색(RGB)
을 현대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 본다.

감성적 체험

예술가들의 명작을 감상함으로써 심미적인 안목이 향상될 수 있으며, 점묘화를 그릴 때 다양
한 색을 조합하여 활용해봄으로써 과학적 원리와 미술적 감성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
할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 모색
- 비행기 제작을 통한 과학과 기술, 수학적 사고력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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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매화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고등학교 화학1 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산과 염기는 예술가!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1. 2학년 과학중점학급 화학1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산과 염기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게 있는 성질이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지시약이나 리트머스 종이로 액성을 확인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주변의 사물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산-염기 개념
지시약의 원리

천연지시약을
활용한
발명품 만들기

천연지시약
찾기

카멜레온 볼
만들기

% 용액 계산

2. 대학생 교육기부단 활용 STEAM 체험 탐구활동 2차 시범 운영학교

양배추를 끓인 물

3. 1학년 과학 팀별 프로젝트 운영

알긴산 나트륨을
체에 거른 후

산성 용액을 넣었을 때

염기성 용액을 넣었을 때

4.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STEAM 페어 부스 운영

STEAM

상황 제시

우리가 마시는 알칼리 이온 음료는 정말 알칼리성 일까?
우리 주변의 물질을 이용하여 지시약을 만들 수 있을까?

창의적 설계

주변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산-염기 지시약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의 산성도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산-염기 지시약을 활용한 발명품을 만들어보자.

감성적 체험

우리 주변은 모두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재료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는 카멜레온 볼을 만들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STEAM 수업의 효과
- 수업전과 수업 5개월 후 효과 확인 : 과학흥미도 검사 결과 흥미와 즐거움이 증가 과학이 암기학습이라는 개념이 감소함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2. 운영 결과, 소감
- 학생의 변화(학생 소감) 알고 있던 실험이지만 우리가 직접 창의적으로 시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기도 했지만 우리가
직접 실험도구를 만들고 실험을 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도 간단한 실험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
- 교사의 변화(교사 소감) 학생들이 조금씩 과학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지만 보람 있는 날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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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설계하여 만든다는 것에 겁을 먹었
지만 팀 별로 과제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게 됨. 따라서
수업을 즐기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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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영생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국토체험활동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융합 교수학습 자료 개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새롭게 디자인하기)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나만의 문화재 안내판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여 문화재 안내판을 만들어 봄으로써 역사적, 예술적, 공학적 부분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
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신도시
설계과정
이해하기

신도시
구상과 설계

설계도
모형도

공공
디자인

면적산출
그래프 이해

왜 문화재 안내판인가
생각하기

STEAM

안내판 디자인 구상

문화재 안내판 제작

친구들 앞에서 발표

상황 제시

전통 문화재의 품격을 살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의 안내판을 직접 제작해
본다.

창의적 설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례를 토대로 문화재와 어울리는 안내판을 제작할 수 있다.

감성적 체험

수원화성 문화재 안내판을 제작하여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운영결과
단순 교과 지식 습득보다는 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교과를 탐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문제해결을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STEAM 융합주제 선정에서 교과의 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융합으로 인한 학
습내용의 이해 및 사고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1. 학생소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러 과목의 지식이 활용되는 점이 흥미로웠고, 문화재 건축모형과 안내판을 만들면서 글로써 배
우는 지식이 아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배운 것 같아 좋았고, 완성된 작품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뿌듯하다.

2. 교사소감
단순 교과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방법
과 지식의 유기적 융합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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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성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을 쉽고! 재미있게!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빛을 품은 풀러렌!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은 교과서 자체가 융합과학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다. 이 과목은 빅뱅 우주부터 시작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하
는 많은 첨단 과학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 신소풀러 단원에서 다루는 고분자 구조나 중합체들은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을 시작하
는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단원으로 보여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첨단과학 단점을 가르치
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교육을 도와줄만한 분자구조 만들어보는 키트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실
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축구공 모양 분자구조인 렌이나 탄소나노튜브 분자구조 만들익는 시중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들이 분자구조를 만들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한지의 우수성과 전통 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풀러렌 구조가 전통 등의 프레임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되었다.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

T

E

A

M

신소재 풀러렌 및
탄소나노튜브
분자구조

전등
설치하기

간단한 전기
배선하기

한지 등
만들기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한 오각형,
육각형 작도

상황 제시

신소재, 풀러렌, 탄소나노튜브, 분자구조, 한지 등, 전통한지,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한 작도

창의적 설계

신소재 분자구조를 이용한 한지 등 만들기 축제 기획하기

감성적 체험

전통한지 등 만들기
내가 만든 등 축제 감상하기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문화해설 도우미에 지원했다. 처음 가는 제주도라서 설레고 궁금한 점도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코스
를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배운 과학지식과 인터넷으로 찾은 사진들을 이용하여 설명판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애들이 잘 들어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 설명을 하니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었다. 매우 뿌듯했다. 나도 미
리 공부하고 간 곳을 직접 보지 도움이 많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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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건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융합형 공학 인재를 키우는 진건고 STEAM교사연구회

활동내용
1. 공학기술교과에 적용 가능한 STEAM 프로그램 운영
주제 :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한 융합형 공학인재 키우기

대표 STEAM 프로그램

우리동네 에너지 마을에는 전기충전자동차가 달린다!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동네는 에너지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 어울리는 환경자동차, 전기충전자동차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학생들을 에
너지 위기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2. 융합형 공학인재 !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현장을 가다.(청소년기술현장체험프로그램)

요소와
수업 흐름도

3. 소외된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진건고 STEAM 동아리 학생들

S

T

E

A

전기충전 자동차
작동원리 이해

전기충전 자동차
제작하기

전기충전 자동차
회로설계

전기충전 자동차
디자인

전기자동차회로 실험

전기충전자동차 제작

아이디어 회의

STEAM

상황 제시

우리 마을은 에너지 마을입니다. 우리마을에서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더 이상 운
행하지 않고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마을
에 운행될 마을 자동차를 만들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창의적 설계

버려지는 휴대폰 충전지로 작동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 모형을 창의적으로 설계하여 제작해
봅시다. 이때, 자동차의 배터리는 태양전지에 의해서 충전이 가능하여야만 합니다.

감성적 체험

태양전지로 충전이 가능한 창의적인 전기자동차 모형을 모둠원들과 협동하여 제작한 후 주
행성능시험을 통해 성취감과 도전의식을 키우고 환경을 생각하는 융합인재로 나아가 보자.

학습 준거 틀

4. 진건고 STEAM 동아리 학생들! 자신의 진로를 찾다.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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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이란? (99℃에서 100℃로의 昇華 :승화)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ECO GREEN' 도시 설계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인간-자연의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친환경 도시를 설계 및 모형 작업을 통해 미래의 도시에 대한 가치관 정립 및 과학도로서 인문
학 소양을 겸비한 융합 인재 교육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실시합니다.
- 인문학과 과학적인 지식의 결합으로 문제 해결 능력 함양
- 팀별 협동 활동을 통해 나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 함양
- 팀별 의사 결정 시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인드 함양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지구 환경적인
시스템 이해
(기후, 지형, 지질)

친환경, 지속가능한
인공 구조물
및 도시환경 설계

친환경, 지속가능한
인공 구조물
및 도시환경 설계

미학과 실용성을
겸비한 도시 경관
디자인

인구규모를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관련
수치분석

화산 지형을 활용한
도시 설계

STEAM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파고에 의한
해안침식 관계

연천군의 토지이용도

일조권에 대한
법적인 규정

상황 제시

한국의 서울과 태백, 미국의 뉴욕과 디트로이트의 도시 경관을 보여 준다.
서울-뉴욕, 태백-디트로이트의 도시경관 및 도시기능을 비교, 분석한다.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한다.

창의적 설계

친환경, 저탄소정책에 근거한 도시공간을 설계한다.
자연-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설계한다.

감성적 체험

도시설계 및 디자인 작업을 통해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한다.
팀별 협동활동을 통해 '합의'라는 개념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메커니즘' 을 체험한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학생들의 역동적, 열정적으로 임하는 수업 태도, 교사-학생 간의 영감을 주고 받는 상호 작용, 학문간 융합으로 인한 지식의 최
대 시너지효과 등으로 일반적인 수업보다는 심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수업에 자세도 매우 적극적이었기에
좋은 수업 모형으로 한 학기 수업을 마쳤습니다.
학생들의 설문 내용 분석
- 본 STEAM 프로그램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구성된 반면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수
업에 가장 좋은 점은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학문의 깊이를 심층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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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광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우리 민족 전통놀이를 통한 STEAM 교육

활동내용
1. 우리 민족 전통놀이 승경도에 담긴 과학과 기술
- 다양한 기능의 승경도 놀이판 제작
- 윤목 제작을 통한 과학적 원리
- 설계도 제작 및 전개도 제작원리 배우기

2. 우리 민족전통놀이 승경도에 담긴 수학
- 승경도 놀이를 통한 좌표의 개념 배우기
- 다양한 기능의 승경도 놀이판 제작
- 윤목을 통한 입체도형 원리 배우기

대표 STEAM 프로그램

STEAM in 승경도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민족 전통놀이 승경도를 재현하여 제작해보고 이 놀이를 이용한 다양한 교과에서의 활용을 통한 융합인재교육을 할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승경도 속
과학원리

현대식 놀이
기구제작

다양한
제작방법

승경도
디자인

승경도
수학적 분석

3. 우리 민족 전통놀이 승경도에 담긴 예술과 역사
- 승경도 전통놀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다.
- 민족 전통의 승경도 놀이를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만들 수 있다.
- QR코드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첨가한 블루마블 게임을 만들 수 있
다.

STEAM
학습 준거 틀

상황 제시

우리 전통 놀이를 현대식 놀이로 제작하고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주제를 설정한다.

창의적 설계

승경도 놀이를 현대식으로 재현하고 과학 수학 기술적 융합요소를 이용한 학습자료 제작한
다.

감성적 체험

우리 민족 전통 놀이를 통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체험할수 있도록 한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운영결과

우리 전통 문화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함.
승경도 놀이를 통한 교과별 융합교육으로 창의성과 인성교육 계기마련.
딱딱한 원리위주의 교육보다는 놀이를 통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육.

1. 승경도놀이를 이용한 수학교사 소감
수학교과는 원리와 내용을 주지시키기위해 다양한 방법의 저작도구나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데 승경도 놀이판을 제작해보고 제작된 승경도판을 이용하
여 좌표계의 중요성과 원리를 터득하는 계기가 되어 놀이를 통한 수학공부
의 원리를 배우는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이 되었다 - 의정부광동고 수학교사
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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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명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교사와 학생이 모두 즐거운 스팀 수업의 개발과 적용
(steam나지 않는 S.T.E.A.M. 수업의 개발과 적용)

활동내용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많은 예술 작품처럼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는 없을까? 또는 멋진 그림, 음악, 영화를 볼 때 느끼는 벅
찬 감동이 우리들 수업에서도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을 수는 없을까? 연구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혜원 신윤복의 '월하정인' 여러 관점에서 보기-역사,문학,음악,지구과학의 융합수업. 먼저 그림 속에 있는 달의 모
습에서 지구과학 주제가 도출되었고 학생들에게 천문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속의 달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
고 실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다음엔 그림에 나타난 화제(畵題)를 이용한 시조 작성으로 음악선생님과 그림에 어울리는 음
악을 찾아보고 자신들이 고른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국어선생님과 작성한 시조 발표를 하였고, 민속화의 이해에 대한 역사과의 설
명으로 지식의 깊이를 더했다. 이 수업을 본교 학생들에게 2012년 1회, 2013년 5월 11일(토)에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교사 60여명
및 학생20여명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한옥에서 배우자-역사, 지구과학, 수학, 기술"의 융합수업을
개발하여 2012년 1회, 2013년 7월 13일(토)에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20명와 학생30명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전파, 소통의 미학-세계사, 물리, 영어, 지구과학, 기술" 수업으로 2013년 11월 16일(토)에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10명과학생 21명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한옥에서 배우자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천 년의 세월을 견디는 한옥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패시브 한옥의 제작을 통해 한옥의 우수성과 우아함을 체험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한옥의 처마의 길이에 한옥의 단점을 보완할
패시브 하우스 설계
따른 태양에너지
양의 변화

고도측정기를 이용한 설계

STEAM

한가지 주제로 여러 과목의 교사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신선하면서도 큰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되었
다. 교사들 또한 타 과목과의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안목과 수업 능
력이 더욱 고양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소통, 모두 학문을 공유하는 즐거움과 스팀교
육에 대한 새로움을 함께 할 수 있었다.

A

M

패시브 한옥
만들기

한옥의 철학과
주택에 대한 인식

한옥의 처마와
기와에 나타나는
사이클로이드

패시브 한옥 제작, 발표

한옥에 깃들인 철학

사이클로이드와 처마의
곡선 비교하기

상황 제시

- 한옥과 현대의 가옥 차이에 대해 비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한다.
- 기와와 처마에 나타나는 곡선, 불국사 난간에 나타나는 구고현과 피타고라스 정리, 석굴암의
천정 돔, 아치, 현수교의 관계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제시한다.

창의적 설계

- 선조들의 문화유산 속에 나타나는 한옥에 대한 철학과 지혜를 현대 가옥에 적용해 본다.
- 한옥의 기와와 처마에 적용한 Cycloid를 만들어서 낙하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설계한다.
- Passive 한옥을 만들고 처마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계절별로 비교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한다.

감성적 체험

-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이해한다.
- Cycloid와 Passive 한옥을 직접 제작해 본다.
- 자신이 만든 Passive 한옥의 처마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계절별로 비교해 본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E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한옥과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패시브 한옥의 제작을 통해
한옥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이를 계승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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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중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명화와 SPL-두이노로 풀어보는 재생 에너지

활동내용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의 개요
- "화성탐사 로봇을 움직여라"는 상황해결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에 관한 미술, 생물, 물리, 지학, 기술, 공학 관련
STEAM 수업 자료 및 키트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명화와 SPL-두이노로 풀어보는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교육이 대두되는 교육 현실에서 대표적 사례인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업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태양과 바람이라는
재생에너지 주제는 미술, 생물, 지학, 물리, 기술, 공학 관련 훌륭한 융합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2. 프로그램 개발
- 미술교과와의 연계 : 태양의 빛은 미술사조 중 인상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빛의 미술이라 불
리는 인상파의 작품을 감상하며 그그림 속 풍차와 해바라기를 통해 재생에너지개념을 연계
- 생물교과와의 연계 : 태양에너지에서 해바라기를 통한 굴광성 실험을 재미있게 실시
- 지구과학교과와의 연계 : 화성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바람이 잘 불 수 있는 지형 중 계곡의 모
양에 따라 바람의 세기를 측정해봄.
- 물리교과와의 연계 :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 빛에 따른 태양전지 발생 전기 전압 측정 및
풍차 날개 개수에 따른 전류의 발생량 측정
- 기술교과와의 연계 :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보고,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데 있어 나만의 형태를
디자인 해보게 함.
- 공학 연계 : SPL-두이노를 이용하여 LED 판넬에 다양한 모양을 프로그래밍하여 태양의 수치에 따라 불이 켜지도록 다양한 로
직을 구성함.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A

S

T

E

M

인상파 작품
감상과 LED
장치로 표현하기

발전의 원리
식물 굴광성
태양 전지

풍차발전기
만들기

SPL-두이노로
센서 측정 및
출력하기

풍력에너지 측정값을
통한 화성에서 필요한
에너지량 계산

3. 프로그램 적용
서울시 마포구 소재 상암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13.09~2013.11에 걸쳐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

STEAM

상황 제시

화성에는 물도 없고 에너지를 특별히 구할 곳이 없다.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로봇에게 환경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구하게 하려면 어떻
게 로봇이 꾸며져야 할까?

창의적 설계

나만의 풍차발전기를 설계해보고, LED 램프를 이용하여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볼 수
있다.
화성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로봇의 형태를 제안한다.

감성적 체험

인상파는 빛의 미술을 추구하여 자연을 빛의 변화와 느낌을 중시하여 그림을 그린 학파이다.
이들의 그림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찾아 실험과 연계하는 과정과 SPL-두이노를 통해 LED
로 표현해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학생들이 명화나 주변 그림 속에 존재하는 과학 원리를 찾기를 즐겨 하였다.
SPL-두이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다른 과학 탐구에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상암고 영재학급 창의적 산출물 대회의 주제를 잡을 때 융합 수업을 받은 학생들 중에 에너지
관련 주제로 탐구한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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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예술교사와 함께하는 STEAM현장 체험학습

활동내용
1. 연구의 필요성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불특정적인 감성적인 체험에만 의존하거나 학술적인 경험에 치중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잃거나 단순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EAM 현장체험학습 개발을 통해 학생
들이 STEAM 경험을 통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런닝걸 in 미술관 옆 동물원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봄소품을 활용하여 인기 TV 프로그램을 본 따 미션수행 중심의 STEAM 현장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학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
을 자극하고 의미있는 체험학습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활동성과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A

T

E

M

과학관
전시물

미술관
전시물

나만의 전시물
만들기

나만의 전시물
만들기

나만의 전시물
설계

3. 세부 활동내용

STEAM

상황 제시

과학관과 미술관을 연계하여 기획된 미션 수행하면서 현장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과
과학의 연관성을 체험한다.

창의적 설계

큐레이터가 되어 미술 전시물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에 돌아와서 수업에 참여한다.

감성적 체험

학교 미술수업시간에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미니 미술전시 모형 을 만든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소풍을 미션 중심의 steam 현장체험학습으로 기획하여 소풍이 단순히 노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과 과학관을 연계하여 게임 형
식으로 체험하여 즐거웠다. 그리고 미션을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미술 수업시간에 나마의 창작품을 만들어봄으로써 감성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미술과 과학의 자연스러운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공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운영결과
STEAM 현장체험학습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예술과 융합되는 과정에서 계획에서는 기대
하지 않았던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학이 무조건 학술적이거나 우리 삶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인간 삶 자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단순 감성중심이
나 학술중심의 과학 체험학습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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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삼척고등학교 STEAM 교사 연구회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생체모방을 활용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기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생체모방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나 생물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지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류의 다양
한 문제를 모방을 통해 해결하려는 학문.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공학적 문제해결 방안" 으로도 알려져 있음.
공학, 농업, 의약학,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생체모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체모방의 사례는 벨크로(Velcro) 테이프가
있음.
생체모방을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원리, 과학-기술의 관련성, 공학적 아이디어 생성, 도전과제를 통한 목표도달의 체험, Team 상호작
용을 통한 감성적 의사소통 경험이 가능.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M

과학적 지식
탐색 및 생성

과학 기술 관련
지식 탐색

공학적 설계
지식 탐색 및 생성

수학적 해결 방안
탐색 및 적용

의사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평가

상황 제시

소금쟁이에 대해 과학적 관찰 수행.
소금쟁이가 물에 떠있을 수 있는 원인에 대해 탐색.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 표면장력에 대한 과학적 가설 검증.
소금쟁이처럼 물에 뜨는 물체 고안하기.

창의적 설계

표면장력의 원리가 적용된 공학적 사례 찾기.
주어진 재료만으로 소금쟁이처럼 물에 뜨는 자신만의 배 설계하기.
무게중심의 수학적 원리 적용하여 설계물 수정 보완하기.
프로토타입(Prototype) 모델 제작 및 평가 .
소금쟁이 배 설계 최종 확정.

감성적 체험

설계물 제작 및 팀별 Mission 수행하기.
Mission1. 소금쟁이 배를 물 위에 띄우기.
Mission2. 소금쟁이 배 위에 다른 물체를 더 많이 올리기.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 생체모방을 소재로 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수준 변화와
주의집중도 변화를 확인하였음.
- Team project 를 통해 연구논문 작성, 과학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교내 워크숍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교사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었음.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과학적 탐색 활동을 통해 설계활동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생체모방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매우 용이하였으며, 최종적 목표인 감성
적 체험의 mission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화된 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음.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수준과 주의집중도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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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적정기술을 이용한 정수기 제작

활동내용
적정기술은 적용대상 지역의 수요와 문화, 사회, 경제를 고려해서 개발한 기술로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적정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지역의 선정이 필요하고 현지인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실제 적용이 가능한 정수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과학기술이 세상의 작은 변화에 기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
고 물의 정수원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정수과정에 적용되는 물리화학적 요소를 이해하고 경제적이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
한 재료로 적정기술을 적용한 나만의 정수기를 만들어 본다. 제작한 정수기로 실제 오염된 물을 통과시켜 다항목 수질측정키트를
이용해 정수효과를 확인해 본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적정기술을 이용한 정수기 제작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실제 적용 가능한 정수장치의 설계를 통해 과학기술이 세상의 작은 변화에 기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경험케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물의 정수과정
정수원리이해

정수기 설계
및 제작

정수기 설계
및 제작

주어진 조건에
맞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

적정기술을 이용한
정수기 설계

정수기 제작

물의 정수과정

STEAM

정수된 물을 수질측정
키트로 정수상태 확인

상황 제시

깨끗한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천이나 개울물을 효과적으로 정수하여 음용 할 방
법을 찾는다.

창의적 설계

적정기술을 적용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정수기를 설계해본다. 정수기를 통과했을 때 물은
어떤 변화를 보일지 예측해본다.

감성적 체험

어떤 정수원리와 재료를 사용하여 정수기를 제작하였는지 발표하고 제작한 정수기를 통과한
물(오염된)을 다항목 수질측정키드를 이용하여 정수된 상태를 확인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평정식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서 결과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1차보다 2차에
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STEAM교육이 기존 교육과 차별성을 갖고
있어 학생의 흥미와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시간 대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적어 기존 입
시제도하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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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공업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성곽에 깃든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활동내용
1. 성곽에 깃든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의회
'성곽'의 전통 소재에서 과학적, 기술적, 공학적인 요소를 이끌어내고 공격과 방어에 대한 기제를 통해 상황제시로부터 지켜내야 할
가치를 찾아내고, 표현하는 과정의 감성체험을 위한 8명의 교사들이 집합협의 과정 및 온라인 상에서 긴밀한 협의로 아이디어를
공유함.

대표 STEAM 프로그램

거중기, 그 도구의 진화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성곽에 깃든 과학성과 기술적예술성 및 인 접근을 통하여 통합성을 이끌어내고 사물을 대하는 태도의 유연성 및 융합적인 관점을
기르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2. STEAM 프로그램 개발
공격과 방어기제를 체득하기 위하여 성의 모형과 투석기로 실전상황 체험하여 상황을 제시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의미
의 성곽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활동을 안내하였음. 성곽에 깃든 과학적 요소에서는 창의적 설계와 제작과정에서 기술 공학적인 활
동이 적용되었음. 지켜내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인문학적 체험을 하였으며 그 가치를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협업을
하고 감성적 체험을 함.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M

A

힘의 이득
일의 원리

거중기 모형제작

CNC 활용
도구 제작

성축조에 담긴
애민사상

힘의 이득률

3.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캠프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충북대 생활과학교실 공간을 제공받아 10월 19일~20일까지 2일 동안 청주공업고등학교 20여명의 학생과 교사 8명으로 구성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함.
교내 동아리 활동 시간을 통해 실습실에서 금속 가공하는 작업에서 도구를 제작함

4. 활동 사진

STEAM
운영결과

학습 준거 틀

1. STEAM 수업의 효과
이 STEAM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를
얻었으며, 이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등은 일반 수업에서 실
시되었던 것보다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 활동들은 수학,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으며, 프로
그램 참여 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음.

2.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학생 소감)
'성곽'에 담긴 기술 공학적인 요소가 시대적상황에서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그러한 견고함이 융합적인
도입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이해함. 다양한 활동으로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하나의 주제를 접근하는 다각적인 관점이 생김. 생각을
구현해내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됨.

3.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교사 소감)
서로 다른 전공의 교과 선생님들과 성곽을 주제로 STEAM프로그램과 적용을 위한 캠프를 준비하면서 공동의 수업을 위하여 의견
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매우 의미가 있었음. 수업 참여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황제시과정이 수업의 진
행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고,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공업고 학생이므로 특화된 활동을 할 수 있었음. 동료교사의 다양한
수업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컸음.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부터 STEAM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김.

상황 제시

수원화성 축조과정에서 보여준 애민사상이 과학기술에 미친 영향

창의적 설계

도르래를 설계해보고 도르래를 제작하여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기

감성적 체험

금속 가공을 통한 도구의 직접 제작으로 성취감 고취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성곽이란 단순히 공격과 방어의 전투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던 관념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장치이며 성곽
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기술과 공학적인 지위에 대한 공감을 함. 삶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과정을 고찰하
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확장하여나감. 그 지켜내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가치관에 대하여 공유
함.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팀원들간의 배려와 조율로 협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됨. 금속을 가공하여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를 직접 제작하여 성취감을 맛보았으며 전 과정을 통하여 능동적이며 즐겁고 창의적으로 참여하여 융합적 안
목이 향상된 계기가 되었음.

4. 학생 활동

302 | 2013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중등

Part 4 성과자료 교사연구회 |

303

[충남]

천안중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피노키오는 어떻게 움직일까?
(뼈와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를 찾아서)

활동내용
1. STEAM 수업
가. 주제 : 1. 관절의 움직임, 2. 뼈와 관절의 지렛대 시스템
나. 시간 : 주제별 8차시
다. 개발 자료 : 수업 지도안, 교사용 자료, 학생 활동지

2. STEAM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STAR를 꿈꾸며 프로그램 운영
- Color story 프로그램 운영
- 천연물감에서 얻은 스토리텔링

대표 STEAM 프로그램

피노키오는 어떻게 움직일까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것이 적용된 원리를 이용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생활 속 과학 실천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A

E

관절과 친해지기
관절의 종류, 기능

제품 속에
들어있는
관절의 원리

관절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제품 디자인

관절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제품 제작

제품 속 관절 원리

나만의 제품 디자인

3.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성 검증
4. STEAM 관련 행사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지도
- 영재교육원 산출물대회 STEAM분야 참여
- R&E 발표대회 STEAM의 형태로 참여

춤에 사용된 관절

STEAM

상황 제시

TV프로 강심장(이의정편-고관절괴사) 시청, 철수가 다리를 삔 사연 등을 소개하여 관절의
중요성을 인식. 세계각국의 춤을 보고 거기에 적용된 관절의 종류와 부위별 기능에 대해 스
스로 조사한다.

창의적 설계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제품 중 관절의 원리가 들어간 제품을 찾아 원리를 조사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절의 원리가 들어간 새로운 제품을 스스로 설계해 본다.

감성적 체험

대표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춤을 통해 직접 표현해 보기.
관절의 원리가 들어간 새로운 제품을 제작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운영 결과 및 소감
- STEAM 수업 적용 후 교사, 학생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학생과 교사 모
두 수업 자체를 즐거워 했으며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 졌다. 또한 STEAM의 중요
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사, 학생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2. 학생 설문 조사 결과

나만의 제품 제작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수소감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이 이루어져 만
족하였고 학생들은 수업 자체를 즐거워해 공부 대한 부담없이 원리들을
알게 되어 기뻐하였다. 또한 기존수업과는 다르게 창의성도 신장되었다.

��1:���,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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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흥미로웠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
② 새로운 지식 창출에 도움이 되었냐?
③ 교육과정에 STEAM 수업 도입이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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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미션(SMSPIⅡ) 탐구 자료 개발

활동내용
과학 수업과 연계한 학교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팀미션활동지의 주된 내용구성은 과학교과서 과학개념 뿐아니라 과학을 바탕
으로 연계될 수 있는 수학&예술&기술&공학 등 우리 생활 속에서 녹아있는 과학원리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성한다. 특히, 하위부터
상위까지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한 단계별 자료구성을 통하여 성취감과 도전감을 높이고, 그룹별 문제해결(desision making)를 통
한 팀웤(team work)과 지적 호기심의 경쟁을 통하여 승부감을 맛보게 한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사이언스 런닝맨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융합형(STEAM) 5개 요소들을 미션방식으로 체험해 나가면서 학생 스스로 스팀원리와 사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짜릿한 도
전정신과 동료간 협력학습으로 "흥미와 호기심을 주는 스팀 미션활동" 으로 런닝맨의 방식을 도입하였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우주의
기원과 진화

동,식물 세포 제작

"지구를
탈출하라"

"세포여행"
Rocket Mice

"5cm 지구"
나뭇잎과 온도

개념 캐내기
(의미 있는 단어조합)

STEAM

나뭇잎으로 느끼는
지구온도

행성으로서 지구를 이해하기 위한 탐사대(조별)는 스팀미션이라는 활동으로 지구를 이해하
려고 한다.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정보들을 통해 왜 지구가 생물이 살 수 있
는 최적의 장소인지 설명하려고 한다. 본 활동에서는 생명가능지대(Habitable Zone)인 지구
를 알아가는 '개념 캐내기'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 된다.

창의적 설계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출발단계는 과학크로스 퍼즐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
며. 각 단계를 수행하지 못하면 해당 단계의 평가점수가 좋지 않게 된다. 1단계는 Far Far
away(태양계와 은하계), 2단계는 5cm 지구, 3단계 세포여행, 4단계 나뭇잎을 이용한 온도
측정, 5단계 지구를 탈출하라! 로 진행된다.

감성적 체험

각 단계별 활동의 성취에 따른 최종미션의 Hint가 주어지며, 이를 해결하고 최종 마무리가
진행된다. 또한 단계별 분석과 토의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발표하여 상대방의
미션 수행과정의 절차를 습득하고, 팀 별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된다.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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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여행
(Cell travel)

상황 제시

학습 준거 틀

1.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약 38.4%(236명)만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STEAM 탐구활동을 통한 과학의 개념
학습이 잘 된다는 응답은 50.6%를 차지하여 STEAM 탐구활동과 연계한 수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론 학습과 STEAM
탐구활동 중 어느 것에 더 흥미를 느끼는가에 대한 대답도 STEAM 활동에 흥미를 느낀다는 학생들이 88.6%를 차지하여 학생들
이 과학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수업으로 평가받았다.
2. 선생님들의 STEAM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과학선생님들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TEAM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인식전환과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다.

5cm 지구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85명중 77명(91%)이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호감을 느끼고, "협동심과 1학기에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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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룡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CRM과 적정기술을 활용한 융합인재(STEAM)교육

활동내용
1. CRM 및 창의적 동아리 활동
-

영광 염전 체험활동을 통한 결정의 구조 및 생성과정 확인
원자력 발전소와 중성미자 견학을 통한 현대물리이해
영광 지형의 특성과 기후 연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이 과학교실

대표 STEAM 프로그램

도움과 배려를 통해 배우는 관성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체육시간의 나눔과 배려를 통한 인성교육과 물체를 움직이는데 협력과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질량이 있고 질량을 통
해 관성과 마찰의 과학적인 개념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관성
마찰력
힘의 합성

물건을 들어
균형 잡혀 들어
올리는 기술

마찰과 질량
크게 하기

훌라후프
꾸미기

구리관과 플라스틱관
질량이 큰것 작은 것

질량을 크게 하기

2. 적정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

생활용품을 이용한 나만의 전류계 만들기
편광 필름을 이용한 나만의 무늬 만들기
글레이 점토를 활용한 나만의 전반사 분수 만들기
마트로시카 인형을 통한 물질의 구조 구려보기
융합 과학 연구 활동 실시(수박의 생장과 물리학적 정상파, 그리고 수학적해석

구리관과 플라스틱관
질량이 큰것 작은 것

STEAM

상황 제시

청소 시간 무거운 교탁을 옮겨야 한다. 혼자서 옮기는 것은 힘이 들고 옮기기도 어렵다 주변
에 친구들이 도와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창의적 설계

관성과 질량에 대해 인지 하게 한다. 그리고 마찰에 대해 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어떤
물체가 더 균형을 잡고 알짜힘을 일정한 방향으로 주기 쉬운지 알게 한다.

감성적 체험

자신의 조원과 관성 질량을 크게 하는 방법과 마찰을 크게 하는 방법을 토의 도구를 꾸미고
다른 조와 비교, 체험해 보도록 한다.

학습 준거 틀
3. 융합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
- 도움과 배려를 통해 배우는 관성

비교 실험하기

운영결과
STEAM 수업의 효과을 통해 배운 다양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나눔과 배려를 강조
하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을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해 본 경험을 알려주며 매우 즐거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STEAM 수업을 진행한 윤0식 교사 :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
들었지만 학생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 진행
되어 더욱 좋았다. STEAM 수업에 참여한 손0수 학생 : 개념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활동위주의 수업이 되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
들엑 알려주는 것이 좋았다. '과학은 역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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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수업간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 하고, 학생들도 자신의 조가 더욱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호흡
을 맞춰가면서 수행하는 것은 좋아함.
창의적인 설계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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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등이 반짝 ! 분자가 반짝 반짝 !!

활동내용
1. 활동개요
전통 등(燈)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 등(燈)에 들어 있는 STEAM요소를 추출하여 학습하며, 전통 등(燈)의
틀에 분자모형을 더하여 분자모형 등(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창의 인재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과학에
흥미도를 높이며 미래 진로를 제시한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등이 반짝! 분자가 반짝 반짝!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전통 등(燈)에서 조상의 지혜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 입증
분자모형 등(燈)을 만들어 과학의 흥미도 증진
창의적 실천력과 진로개척 능력 제고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2. 활동내용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전통등조사발표
분자모양조사발표
LED의 원리
빛의 성질

분자모형 설계
LED 회로도 설계
나만의 등 설계

회로도 꾸미기
전등 회로 만들기

전통등 만들기
분자모형 만들기
나만의 등 만들기

빛의 성질
입체도형의 성질

분자모양조사발표

STEAM

나만의 등 설계

분자모형 등 만들기

입체도형 만들기

상황 제시

우리 집을 밝혀주는 등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등 속에는 어떤 과학적, 심미적
요소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과학과의 친밀성을 확인한다.

창의적 설계

전통 등에서 STEAM요소를 분석하고 전통 등에 분자모형을 접합하면서 자신 만의 등을 창
의적으로 설계한다.

감성적 체험

전통 등에서 예술적 가치, 조상의 지혜와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며 분자모양 등을 통해
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진로 계획의 계기가 됨.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약 2배 증가하고 있음.
모두가 참여하는 즐거운 과학시간이며 모둠원 간 협동심과 배려
의 마음을 기름.
집중력이 높아지고 교과에 흥미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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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계림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사랑 계림고 스팀교사연구회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교실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교실에서 하루 중 대부분을 보내는 고등학생의 교실환경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좋은 교실환경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유니버셜 디자인 된 수납공간, 책상, 의자의 설계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교실환경 관찰
공기정화
교실의 오염 제거

책상의 설계
의자의 설계
수납공간 설계

재질의 선택
모형제작

환경정리
게시판 꾸미기
디자인

공간 활용
동선의 계산

교실 환경

STEAM

노트와 정사영도

책상과 의자 디자인

상황 제시

고등학생으로서 하루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낸다. 먼지가 풀풀거리고 정리되지 않은 책들
과 유인물, 작은 책상들과 우리들이 뒤죽박죽 섞어 있다. 이러한 교실 환경을 효율적이고 쾌
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창의적 설계

- 팀 구성 (책상 디자인 팀, 의자 디자인 팀, 수납장 디자인 팀, 환경정리 팀, 공간 활용 팀 등)
- 교실환경의 집중적 관찰 / - 좋은 교실 공모,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 팀 별로 아이디어 수합 / - 디자인 및 모형제작
- 미비점의 보완

감성적 체험

- 좋은 교실환경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관찰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경
험한다.
-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히 하는 습관을 형성한다.
- 함께 하는 공간에서의 배려와 서로를 존중하는 고상한 인격을 키운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교실 환경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창의적인 사고는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주위의 환경들에서 불편한 점, 개선하고 싶은 점들을 찾아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생각해서 해결하려 했지만 STEAM 수업 수에는 친구들과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는 태도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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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섬진강 물길을 아우르는 STEAM Activity

활동내용
1. 프로그램 개발 방향
-

신문기사 및 문학작품 속에서 현실 문제 발견 및 과학적 해결방안 모색, 탐구활동 진행
과학 탐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글쓰기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과학도로서의 가치관 함양
과학수업을 활용한 토론수업 자료 개발
개발한 자료의 확산을 위하여 학생동아리활동을 통한 App 개발

대표 STEAM 프로그램

섬진강, 바다의 역습에 대항하다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문학작품 및 매체에 나타난 섬진강의 서로 다른 모습들로부터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 제기, 탐구해야 할
문제를 인식
제기한 문제에 따라 섬진강 실태 조사 및 섬진강 바다화 현상이라는 현실 세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창의설계 활동을 진행한
후 섬진강 보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방안으로 지역신문에 기사 투고
비행기 제작을 통한 과학과 기술, 수학적 사고력 향상 도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4학년

2. 교수학습모형
PBL, 토의토론, 프로젝트 활동

3. 적용방법
과학, 문학, 정보수업 연계 + 창의적 체험활동 + 방과후 수업 활용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4. 개발한 STEAM Activity 프로그램
1) 섬진강 바다의 역습을 말하다
- 매체에 나타난 섬진강의 서로 다른 모습들로부터 문제 인식
-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탐사 및 탐구활동
- 현실세계의 문제해결방안 찾기
2) 지구 온난화 논쟁
- 섬진강 유역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쟁점 문제 제시, 탐구해야 할 문제 인식
- 섬진강 실태에 관한 개별 자료조사를 통한 예비 토론문 작성 및 토론계획표 작성
- 토론 평가 및 질의 응답
- 문제해결을 위한 모둠별 탐구활동 진행
3) 섬진강 물길따라 App 개발
- 스토리보드 만들기, 앱 아이디어 제안서 만들기
-‘ 나의 섬진강 답사기’App 개발

5. 활동사진 및 학생작품

A

S

섬진강 관련 문학 작품 및
신문기사를 통해 나타난
섬진강의 모습에 관한
토의토론∆
생각해볼 문제 인식 및 발표

섬진강 현장탐사
pH, 염도, 전기전도도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모둠별 프로젝트 진행

토론 및 발표

STEAM

학생 : 깊이 생각하는 힘이 키워짐
-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며 스스로 탐구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부를 깊이있게 함
- 창의성이 마구 신장되는 것 같다
교사 : STEAM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E

Air Curtain을 이용한 바닷 Air Curtain을 이용한 바닷
물 역류 방지
물 역류 방지
장치 제작, 실험
장치 제작, 실험

모래 염도 측정

Air Curtain 실험

상황 제시

문학작품 및 신문기사에 나타난 섬진강의 서로 다른 모습들로부터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
하고 탐구해야 할 문제 인식

창의적 설계

모둠별로 제기한 탐구문제에 따라 섬진강 현장탐사
섬진강 일대 재첩 채취 주민, 수자원공사 직원 인터뷰
현실세계의 문제 해결방안 '바닷물 역류 방지' 장치 고안, 제작 및 실험

감성적 체험

모둠별 탐구결과 발표대회 및 평가
학생들의 탐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섬진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기 위한 공감대 형성방안
모색, 지역신문사에 기사 투고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지역주민과 인터뷰

T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깊이 생각하는 힘이 키워짐.
-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며 스스로 탐구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함.
- 창의성이 마구 신장되는 것 같다.
2. 교사소감
STEAM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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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공업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교육을 통한 친환경 주택 설계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친환경 건축 재료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 재료인 황토의 특징을 실습하는 과정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창의적인 황토 건축물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공학적 노력을 탐색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친환경 건축재료의
의미와 친환경
건축재료의 효능

친환경
건축재료의 분석

친환경 재료 탐구

STEAM

E

황토의 분석

A

친환경
건축재료의 실험

M

황토 건축물
디자인

황토의 곰팡이번식 실험

친환경
건축재료의 분석

황토벽돌의 부식실험

상황 제시

친환경 건축물에 창의적인 공학자가 되어 참여해 보자.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건축 재료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있을까?

창의적 설계

친환경 건축 재료에 적용된 과학 개념을 찾아 친환경 건축물 설계하기.
과학적 원리를 고려한 창의적인 건축물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주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킨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조화로움을 생각할 수 있다.
팀원들과 협력하는 중에 소통 능력을 기른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처음으로 화공과 실습장에 들어가 건축과 관련된 수업을 하며 새로운 것이 많았다. 친환경 건축재료를 조사하고 탐구하며 황토
의 효능에 대하여 실제로 분석하고 실험을 해보니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어 매우 재미있었다.

2. 교사소감
화공과 교사와의 Co-teaching으로 학생들이 탐색하여 찾아낸 친환경 건축재료 중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황토에 대하여 과학
적인 근거와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친환경 건축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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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솔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나의 꿈을 디자인 한다!

활동내용
1. 다양한 STEAM 캠프 운영 : Kai 에비에이션 STEAM 캠프, 교내 STEAM 캠프운영

대표 STEAM 프로그램

4D 활용, 재난 대비용 구조물 제작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토론활동을 통한 직업윤리에 대한 인성교육 함양
재난에 대비한 구조물의 설계 및 제작을 통한 융합적 사고력 고취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2. STEAM 동아리 활성화 : STEAM Activity, 창의심화 등 13개 STEAM 동아리 운영, 블록 타임 실시

S

T

E

A

M

가속도,
사이클로이드,
역학적 에너지 이해

가속도, 사이클로이드 원리 활용
구조물 설계

사이클로이드
원리 활용
구조물 제작

안정적,
심미적, 기능적으로
제작

사이클로이드
원리 이해

사이클로이드 원리
사례 찾기

자신들의 설계도
설명중

사이클로이드 구조물 제작

사이클로이드 구조물 제작

3. 타 기관 연계 STEAM 수업 진행 : 이동과학교실 운영 - 다양한 체험활동

STEAM

상황 제시

- 소방대원들이 위급시 타고 내려오는 구조물의 원리는 무엇인가?
- 사이클로이드 원리를 이용한 주변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사이클로이드 원리를 이용한 사례 사진을 제시하고, 사이클로이드의 원리를 이해.

창의적 설계

- 사이클로이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이 직접 제작할 사이클로이드 롤링볼 구조물을 설계한다.
- 전략적으로 구조물을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 자신이 만든 사이클로이드 구조물과 다른 학생들 작품을 감상한다.
- 결과물의 견고성, 심미성, 기능성 등을 평가한다.
- 구슬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빠르게 내려오는지를 조별 테스트한다.
- 자신이 제작한 작품과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단점을 보완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STEAM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노력(교사용)결과에서 87.09%가 긍정적으로 응답
2. 문제해결력에 대한 설문조사(학생용)결과에서 53.1%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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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국제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스포츠 과학 이야기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스포츠 과학 이야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스포츠과학에 적용되는 화학적·생물학적 원리탐구
Fitness level 측정과 이를 상승시키는 요인 탐구
근육운동과 호흡의 이해 및 운동과 영양과의 관계 탐구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근육운동과 호흡의
화학적 생물학적
배경 탐구

Fitness level
을 향상시키는
운동방법연구

Fitness level
을 향상시키는
스포츠용품 디자인

스포츠과학연구
단편영화 상영관
운영

Fitness score와
에너지량 계산

Fitness data 모으기

STEAM
학습 준거 틀

Fitness Score 와 에너지량
계산

스포츠과학탐구
프리젠테이션 1

스포츠과학탐구
프리젠테이션 2

상황 제시

Fitness data 수집 및 분석 (산소호흡조건 과 무산소호흡조건)

창의적 설계

Fitness level에 영향을 주는 요소 분석 및 스포츠용품 디자인

감성적 체험

Fitness level 향상 프로젝트 documentary 상영관 활동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운영결과

1. 교사소감
근육운동과 호흡, 인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와 Fitness level 에 관한 이해와 관심 증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신기술을 적용한 스포츠용품 개발에 흥미와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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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대영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병아리 태교(노래 잘하는 병아리 만들기)

활동내용

1. 병아리 태교
1)
2)
3)
4)
5)

병아리 부화기 만들기
부화과정에 음악 들려주기
온도와 시각 측정하기
계란 돌려주기
뚜껑을 활용하여 온도조절하기

2. 좋은 말과 노래를 듣고 자란 콩나물
1)
2)
3)
4)
5)

콩 불리기
콩나물 통에 넣기
좋은 말을 하며 물주기
콩나물에 음악 들려주기
시각과 온도 측정하기

대표 STEAM 프로그램

병아리 태교(노래 잘하는 병아리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노래를 잘하는 병아리를 만들기 위함
병아리 부화과정을 이해하도록 함
계란-병아리-닭-닭백숙 성장과정을 알도록 함
온도, 시각 등의 측정 방법을 이해하도록 함

[학교급/대상학년]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병아리 부화

병아리 부화기
만들기

온도 조절
계란 돌리기

음악 들려주기

온도와 시각
측정하기

3. 색깔과 모양이 있는 두부
1)
2)
3)
4)
5)

두부 모양 틀 만들기
재료 손질하기
색깔두부 만들기
크기와 양 조절하기
예쁘게 장식하기

4. 약이 되는 김치
1)
2)
3)
4)
5)

재료 손질하기
배추 절이기
약초 선택하여 넣기
양을 측정하기
숙성하기

부화된 병아리

STEAM

병아리 부화기 만들기

부화하는 병아리

상황 제시

'봄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병아리의 탄생' 에 대한 의문.
병아리에 대한 경험 이야기 하기 .

창의적 설계

노래 잘 하는 병아리는 어떻게 만들까?
병아리 부화기는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조상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감성적 체험

병아리의 탄생을 축복하기
새로 탄생한 병아리의 소리 들어보기

학습 준거 틀

캡온도 측정하기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운영결과
1) 정신지체 학생들도 창의적인 생각이 풍부하였음
2)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
3) 융합인재교육(STEAM) 활동에 흥미를 보이며 질문이 많아졌음

2. 운영소감

1. 교사소감
학생들이 병아리를 보기 위하여 쉬는 시간 마다 음악실을 방문. 정신지체 학생의 창의적인 생각과 문제해결력에 감탄함.
융합인재교육(STEAM) 에 대한 이해와 교실수업에 적용을 원함.

2. 학부모소감
학교 교육을 신뢰하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생겼음.

1) 학생들이 즐거워 하여 수업이 기다려 졌음
2) 정신지체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이 향상되었음
3) 정신지체 학생들의 능력에 감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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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자료(리더스쿨)

[서울]

광남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4C-STEAM을 위한 '융합 Net'

활동내용
1. 운영 목적 및 이론적 배경

대표 STEAM 프로그램

나도 비행기 디자이너!!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비행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이고, 여기에는 과학, 공학, 기술 등 여러 요소가 적용되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모둠별로 비행기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협동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기른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작용과 반작용,
베르누이의 원리

아이디어
창출과 제작

비행기가
뜨는 원리

멋진 비행기
디자인

상반각
맞추기

2. 운영과제 실행 및 기대효과

작용과 반작용

STEAM

양력의 발생

창작 비행기

상황 제시

창작 콘덴서 비행기 비행 동영상이나 실물 비행을 감상하고, 과제를 파악하고 자신감을 가지
며, 제한 조건을 안다.

창의적 설계

비행기 설계에 필요한 과학, 공학적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창의적으로 비
행기를 디자인한다.

감성적 체험

비행기를 제작하여 날려보고, 평가하여 디자인을 재설계한다. 또한, 활동과정을 돌아보고 감
상문을 쓴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P.I.E.(Photo In Education)
- 'T-STEAM', 'S-STEAM', 'A-STEAM'의 3개 연구팀 구성 운영
- 총 14개 프로그램 개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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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아졌으며, 수업 집중도가 향상되었다.
-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이고,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 새로운 수업에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종합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다.

Part 4 성과자료 리더스쿨 |

327

[서울]

대청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확산

활동내용
1. STEAM 연구학교 운영과제 및 실천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Camera를 활용하여 Andy Warhol 따라잡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우리주변의 시각문화 환경에서 광학적 원리를 발견하기 위함
- 디자인 중심 산업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예술적 융합 시도
- 스마트 폰 APP과 현대미술을 접목하여 창의적 사고력 향상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빛의 성질과 원리

카메라의 원리
스마트폰 활용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

앤디워홀의 작품
창의적 사진찍기

쇼핑백 전개도
그리기

캡션빛의 성질 알아보기

STEAM

스마트 폰 APP으로 창의적
사진 찍기

쇼핑백 전개도 그리기

쇼핑백에 나의 개성적
자화상 적용하기

상황 제시

카메라에 적용된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만의 자화상을 남들과 다른 개성적인 방법으로 찍
어서 쇼핑백에 응용시켜보자.

창의적 설계

스마트 폰으로 다양한 각도의 재미있는 내 얼굴과 친구 얼굴을 찍어 보고 , Paper Camera
APP 효과로 변형해 보자.

감성적 체험

카메라 옵스큐라와 Andy Warhol의 작품세계인 팝아트에 대하여 체험하고 창의적 사진을 찍
어 쇼핑백에 적용하여 보자.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운영결과 및 소감
결론 및 제언
-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는 융합창의인재가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STEAM 교육은 융합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효과
적인 교육이므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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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빛의 성질을 익히고 빛의 직진과 반사의 원리가 다양하게 우리 생활 속에 활용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미래사회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응용하여 나의 개성적인 사진을 찍고 쇼핑백 디자인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과학과 현대미
술, 정보와 기술 부분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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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아주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을 통한 창의력·문제해결능력 신장

활동내용
1.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대표 STEAM 프로그램

종이로 사람의 무게를 견딘다고?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힘의 분산과 집중을 우리의 삶과 연계하여 이해
- 힘의 분산과 집중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Co-Teaching 실시
- 골프공 쌓기 실습을 통한 힘의 분산 이해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STEAM
2.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ㆍ적용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힘의 분산과
집중

건축의 기초

효과적으로
골프공 쌓기

구조의
아름다움

단위면적 당
받는 힘 계산

종이컵 위에 오르기

힘의 분산과 기초

힘의 분산 실습

Co-Teaching

3. 다양한 융합인재교육(STEAM) 체험활동 활성화

STEAM

상황 제시

종이컵으로 사람의 몸무게를 견디는 실험을 통해 힘의 분산을 알아보고, 마술에서 못 침대에
누워도 다치지 않는 것을 제시

창의적 설계

힘의 분산 실험을 위해 '골프공 쌓기'를 해본다. 모둠별로 어떤 구조가 힘을 분산시키는지, 골
프공을 쌓기 위한 구조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효율적인지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함

감성적 체험

구조물의 설계에 따라 골프공을 올리는 실습을 통해 힘의 분산을 체험하고, 왜 많이 올릴 수
없었는지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함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힘의 분산에 대해 몸으로 익히고, 과학, 기술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
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 이렇게 평상시에도 Co-Teaching이 이루어졌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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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월서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을 위한 월서공동체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미니 나침반 키홀더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1.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한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
STEAM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2100 코리아 그랑프리' 외 19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 적용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소재에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기 위함
- '나침반'을 과학적 예술적 접근 시도
- 지구와 자석의 물리현상에서 대한 관찰 능력 및 창의력 사고력 함양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수업 학부모 공개의 날 운영
- 학부모의 STEAM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제고를 위한 공개 수업의 날 운영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자기력의 이해

미니 나침반
키홀더 만들기

미니 나침반
키홀더 만들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낸 표면 표현

무게중심의
이해

동아리를 통한 STEAM 교육 활동 활성화
- 학부모의 STEAM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제고를 위한 공개 수업

학교 축제를 통한 STEAM 부스 활동
- 학교 축제기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STEAM 부스 운영
자석의 자기력 관찰하기

과학동아리 활동과
연계하기

'나침반' 만들기

'미니 나침반 키홀더'만들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STEAM 활동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STEAM 부스 운영

STEAM

상황 제시

낯선 길을 가던 중 방위를 잃어 버려 갈팡질팡 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나침
반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나침반을 휴대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하면 색다른 휴대성이 좋은
나침반을 만들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창의적 설계

나침반을 주변의 얻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 본다. 그리고 휴대성이 좋고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미니 나침반 키홀더를 설계해 본다.

감성적 체험

평소 자주 휴대하는 물건에 고리로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기력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
견하고 미니 나침반 키홀더 제작을 통해 나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애착심으로 가지게 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친구들과 수업시간에 과제를 같이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
은 수업시간에 잠도 안오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수업이 된 것 같아요.

2. 교사소감
1년간의 STEAM 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

STEAM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학급 학생들
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신장되었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수업의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3. 학부모소감
즘 애가 집에 와서 수업시간에 자기가 했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 같아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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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작전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창의ㆍ인성에 STEAM을 더하다.

활동내용
1. 학교축제 참솔제
참솔제 과학마당
- 과학체험마당, 과학전시마당, 과학시네마
참솔제 체험마당
- 추억의 손수건 만들기, 수학은 아름답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소화기관으로의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지나면서 소화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소화 과정을 자신의 개성을 담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
해 논리적 분석력과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독창성, 심미성 등의 고등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소화의 의미
소화 기관
소화과정

소화기관
내부촬영기술의
이해

소화기관
여행
창의적 설계

소화기관의
여행소개
미술활동

소화기관
부피,겉넓이,
소화시간, 속도

2. 동아리 융합교육프로그램 수학 느낌표!
직선의 부드러움, 수학의 아름다움 스트링아트

STEAM

상황 제시

1) 뇌구조 그리기
2) 뇌구조 그림처럼 우리 몸속의 소화기관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창의적 설계

소화기관(과학적 요소/수학적 요소)을 조사하고 소화되는 과정을 이해 및 완성을 통해 논리
적 분석력과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능력 등 고등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감성적 체험

소화여행 이야기 만들기 표현방법 선정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조별로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협력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한다.

학습 준거 틀

3. 동아리 융합교육프로그램 별과 소나기
중미산 천문대와 황순원 문학관 일대를 탐방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운영결과
학교 축제와 동아리 활동처럼 평소 이루어 지는 활동에 융합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서로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체험활동을 하
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소통능력을 기르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어서 창의인성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질적
인 동아리가 연합하여 공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능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을 할 수 있어서 좋았음.
특히 1박2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서 다양한 체험들을 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많은 도
움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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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덕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오감 STEAM을 통한 학습 흥미 및 자기효능감 신장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소리로 그리다.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음파에 대해 알아보고, 일회용 클라드니판을 직접 만들어 클라드니 도형을 만들어보자. 그것을 이용하여 개성 있는 디자인 작품
을 만들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운영결과
본교에서 '오감 STEAM을 통한 학습 흥미 및 자기효능감 신장' 이라는 주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첫째, STEAM을 위한 학교·학급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연수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에게 STEAM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여 STEAM 수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 둘째, 선정된 주제에 맞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흥미와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 셋째, 교과 연계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흥미가 높은 교과와 흥미가 낮은 교과를 연계함으로써 STEAM과 관련된
교과 모두에 학생들이 흥미와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었고, 학생들이 흥미가 생긴 수업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창
의적인 과제 해결은 자기효능감도 높여주었다.
- 넷째, 연구학교 운영으로 교사들 간의 협동심이 강화되었고, STEAM에 대한 역량이 향상되어 현장 교육에 일반화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활동지가 개발되었다.
- 다섯째, 평소 과학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던 오감 STEAM 동아리 활동은 새로운 실험과 견학, 전문가 수업 등
체험 활동 위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더욱 높여 이공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 여섯째, 전교생 대상의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형 STEAM 프로그램이 단기적이고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었을 때 흥미도를 저하시
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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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S

A

6. 빛과 파동
5)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3. 미술과 시각
(1)보이는 그대로
관찰해서 그리기

상황 제시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표현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클라드니 도형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창의적 설계

클라드니 평판실험을 통해 우연의 효과를 이용하여 도형을 만들어 보자. 소리의 크기, 높낮
이를 조절하면서 도형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여 보자.

감성적 체험

목소리로 만든 클라드니 도형을 이용하여 의상을 디자인 해 보고 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하여
보자.

학습 준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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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동명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D-STEAM 교육을 통한 감성적 체험 기회의 확대

활동내용
1. STEAM 현장 확산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대표 STEAM 프로그램

밤하늘의 길잡이 별자리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미술 작품 속에 담긴 천체를 통해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다 더 친숙하게 접근함으로써 과학의 이론적 지식을 예술적인 감성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M

A

E

T

S

별자리 관련 작품 이
해 및 미술적 표현

별자리 이해 및 탐색

별자리
프로그램 응용

시차 고려한
별자리 시간 계산

별자리 디자인 및 책
갈피제작

2. D-STEAM 프로그램 적용 및 자료 개발

고흐의 작품에서
별자리 표현 이해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 탐구

캡션별자리 프로그램 응용
시차 고려한 별자리 계산

오늘밤 8시 북두칠성모습
고흐작품처럼 표현하기

3. STEAM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통한 감성적 체험의 향상

STEAM
학습 준거 틀

상황 제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 속에는 어떤 별자리가 숨어 있을까?

창의적 설계

고흐의 작품에 나타나는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인지 알아보고
여러 작품 감상을 통해 오늘 밤 북쪽하늘의 별자리를 나만의 디자인 감각으로 표현해보자.

감성적 체험

나만의 별자리 작품을 전시하여 서로 감상한다.
오늘 밤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직접 관찰해 본 후 나의 작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본다.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과학의 천체에 대한 이론에 미술적 요소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흥미도가 훨
씬 상승할 수 있었다. 또한 고흐의 작품을 별자리와 연관 지어 수업을 진행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방법으로 별자리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술
적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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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도안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장난감 속의 STEAM

활동내용
1. 동기 유발을 위한 동영상 제시
- 수업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예상하도록 한다.

2. 장난감에 이용된 힘의 종류 찾기
- 여러 가지의 장난감을 모둠별로 하나씩 선택하도록 한다.
- 장난감을 보며 이용된 힘의 종류(마찰력, 중력, 자기력, 탄성력, 전기력)를 찾도록 한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장난감 속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장난감에 적용된 여러 가지 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장난감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달연령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여러 종류
의 장난감을 연령에 맞게 구분하고, 발달연령에 따른 장난감을 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장난감디자인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3. 장난감 리모델링하기
- 주어진 장난감에 새로운 힘의 원리를 더하여 장난감을 리모델링한다.

4. 리모델링한 장난감 발표하기
- 리모델링한 장난감과 그 원리를 적용하여 모둠별로 발표한다.
-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모둠을 오늘의 으뜸조로 선정한다.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5. 힘의 여러 가지 종류 정리하기

S

T

E

A

M

여러 가지 힘
(탄성력, 중력,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장난감 제작,
발명 아이디어

장난감 제작

장난감 디자인

수적 계산

- 힘의 여러 가지 종류(탄성력, 중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에 대해 학습지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다.

6. 형성평가를 통해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생활 용품 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힘의 그림에 색칠하도록 한다.

7. 차시 학습 내용
힘의 원리 파악하기

STEAM
학습 준거 틀

아이디어 회의하기

리모델링 설계도 그리기

장난감 제작하기

상황 제시

장난감 속에는 어떤 힘의 원리가 있으며 연령별로 좋아하는 장난감이 왜 다를까?

창의적 설계

장난감 속에 들어 있는 힘의 원리를 알아보고 연령대별 발달상황을 이해하여 여러 재료를 이
용하여 장난감 리모델링한다.

감성적 체험

발달연령을 고려해 만들어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 보면서 장단점 이야기 해 본다.

운영결과
1. STEAM 수업의 효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
모둠 학습을 통한 협동정신 배양
학습 내용(과학적 원리)의 자연스러운 생활 적용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형성 및 문제해결력 증진

2.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
"이론으로만 배우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직접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니까 이해가 훨씬 쉬워요."
"예전에는 '이런 걸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친구들하고 활동을 하니까 '배우는 내용을 이런 데에 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수업 태도 배양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 내용의 이해 증진
학습 내용(과학적 원리)의 자연스러운 생활 적용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형성 및 문제해결력 배양

3.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
"STEAM 수업 모형을 공부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업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앞
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개발하여 학습자들이 과학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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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외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활동내용
1. 운영과제

대표 STEAM 프로그램

LED 감성조명 인테리어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2. 교과연계 SYSTEM

이 수업을 통해 실내 인테리어에서 조명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LED를 이용한 빛의 합성과 분산, 색이 보이는 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LED를 이용한 조명을 설계하여 빛 환경의 중요성과 채광과 조명에 따른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방법을 학습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A

S

A

S

T

Ⅳ.즐거운 디자인
3.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

Ⅴ. 빛과 파동
6. 펼쳐지고 합쳐지는
빛

Ⅳ.즐거운 디자인
3.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

Ⅴ. 빛과 파동
6. 펼쳐지고 합쳐지는
빛

진로와 생애

3. 교과내 SYSTEM
모든 교과의 STEAM 수업 적용
지도안, 학습자료 등 홈페이지 탑재
총 시수의 20%반영

아름답게하는디자인

STEAM
4. 창의적 체험활동 SYSTEM

실내인테리어디자인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조명
설치

상황 제시

최근 전국 가로등이 LED로 교체되고 있다. 수명이 길고 천연색 구연이 가능하며 다단계 밝
기 제어도 가능해 미술품과 건축물에서의 조명으로도 많이 쓰인다. 자신이 조명 인테리어가
되어 디자인해 보자.

창의적 설계

셀로판지를 감싼 랜턴을 이용하여 빛 합성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색 그림자를 관
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찰한다. 또한 LED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작한 실내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조명을 디자인해 본다. LED의 개수를 조절하여 밝기를 조절한다.

감성적 체험

목적에 맞는 공간을 꾸미는데 적절한 표현 재료와 방법을 계획하고 심미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 LED를 이용하면서 경제적 , 감성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학습 준거 틀

융합인재교육의 날 행사
STEAM MISSION 여름방학과제
토요 융합과학반(방과후)
STEAM 동아리 활동

2차시 빛의 합성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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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곶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주제 중심의 STEAM 교육을 통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활동내용

태양계 속으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1. 주제중심 STEAM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학년별 교사동아리 운영- 교육과정재구성, 주제선정, 협의회

대표 STEAM 프로그램

STEAM 도서 윤독

이 프로그램은 태양계 구성천체의 상대적인 크기와 거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학생들이 ‘태양계 속으로~’라
는 공통된 주제로 수학, 과학, 영어 교과시간에 친구들과 즐겁게 모형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다
양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한 비례식을 통한 행성 크기와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관련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배움과 실천 교사 연수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E

T

A

태양계 구성
천체의 이해

비례식을 통한
행성들의 크기와
거리 구하기

행성분포
모형 만들기
및 전시

망원경만들기
천체관측

영어로
Solar System
Song 부르기

모형 전시

전시 모형 평가

주제중심 STEAM 수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주제중심 STEAM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학년별 주제중심 수업(화폐, 환경과 에너지, 인간과 삶, 태양계)

태양계 구성
천체의 이해

체험활동, 방과후 STEAM 교육활동
- 아라뱃길 자연탐방, 학생 학부모와 함께 하는 별자리 관측회, 과천과학관 탐방, 찾아가는 과학실험실, 방과후 과학놀이반, DSL
동아리, 김포조각공원 탐방, STEAM 방학과제

STEAM

상황 제시

지구가 오염되면 화성으로 가서 살수 있을까?
태양계에는 지구 이외에 어떤 행성들이 있을까?
행성들은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창의적 설계

태양계 구성 천체의 종류와 특징 알기
비례식을 통한 각 천체들의 상대적인 크기와 거리 구하기
태양계 행성분포 모형 설계하기
나의 별 영어로 소개하기

감성적 체험

영어로 Solar System Song 만들어 부르기
태양계 행성분포 모형 만들어 전시하고 평가하기
천체사진 관람 및 천체관측회 참가하기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다양한 STEAM 교육 현장 적용성 제고 및 일반화
매월 STEAM 수업 공개 및 평가회 실시 (4월, 5월, 6월, 9월, 10월)
STEAM 활동을 통한 평가 혁신
STEAM ZONE
STEAM으로 어우러진 창의적 체험활동 발표회
& 봉사활동 (아동복지센터,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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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장성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을 통한 창의적인 융합 인재 육성

활동내용
1. STEAM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 STEAM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환경 조성
- 연수를 통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
- STEAM 교육에 필요한 홈페이지 구축

대표 STEAM 프로그램

한지의 비밀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이해하기 위함
- 한지의 통풍성과 보온성 실험을 통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이해
- 종이 제작의 원리와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 부여
- 전통 창호와 생활용품을 만드는 감성적 체험을 통한 창의성 신장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2. 활동 중심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STEAM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추진
활동 중심 동아리 활동의 STEAM 교육 운영
활동 중심 교과별 STEAM을 연계한 학습자료 개발
창의력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융합창조교실 운영

3. STEAM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융합인재 육성
-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행복한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의 활성화
STEAM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력 향상
STEAM 비전 포트폴리오 작성으로 자기 이해 자료 축적
장성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STEAM

S

T

E

A

한지의 통풍성과
보온성 실험,
재생 종이 만들기

작품의 구상과
설계

창호문과
생활용품 만들기

전통 창호문과
실생활용품 디자인,
한지마인드맵 작성

상황 제시

1,200년 남짓을 좀벌레에 시달리면서도 형체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두루마리를 제시하며 쉽게 변하고 젖는 양지와 비교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생각해보게 하며,
과연 우리도 종이를 만들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진다.

창의적 설계

감자를 이용한 보온성, 통풍성 실험과 함께 물번짐, 찢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고, 폐지를 이용하여 종이를 만들어 본다. 전통창호와 생활용품을 디자인하고, 한
지 마인드맵 작성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발산할 기회를 갖는다.

감성적 체험

한지 제작과정을 응용하여 만든 종이 제작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종이를 아끼는 마음을 내
면화하며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한지의 가치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하나의 학습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알아가는 수업에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수업 후 작성한
학생들의 소감문에 수업 만족도가 높게 나왔음. KINTEX 체험, 송암천문대 별자리 관측 등 지역사회의 교육적인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STEAM 관련 독서 활동을 강화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과
자신의 일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1. 교사소감
공통된 주제로 한지의 특성, 과학적 우수성, 생활 활용사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지를 다뤘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
어내었으나, 학생들이 만든 종이를 이용하여 직접 작품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더 의미가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2. 학생소감
딱딱한 수업보다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수업이어서 좋았고, 과학 시간에 종이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성공하여서 참 기뻤고 이전에는 한지라 하면 색종이처럼 팔던 그 한지만 생각하던 내가 이번 수업으로 한지에 대해 흥미를 가지
게 되고 장용훈 장인부터 한지의 우수성까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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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지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4C-STEAM 교육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을 통한 융합적 소양 증진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원근법으로 보는 세상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Convergence : 사진과 그림 안의 원근법을 발견함으로 닮음을 이해하여 융합적 지식 형성
- Creativity : 만화경을 만들어 봄으로써 창의적 사고 증진
- Commuication & caring : 배려를 담은 소통시간 - 역사적 인물 평가

1. 교과내 STEAM 수업
- STEAM 교과 교육과정 배정시수 20% 이상 STEAM 수업 실시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2. 교과연계 STEAM 수업

요소와
수업 흐름도

- STEAM 주간 운영: 2013.7.15-19

3. 비교과 STEAM 수업
STEAM 진로체험

E

M

S

T

A

원근법을
활용한 다양한
사진 찍기

사진 속의 닮음의
중심 찾고 선 및
정다각형 그리기

빛의 속성과
빛의 반사
이해하기

정육면체 형태
만화경 만들기

원근법으로
역사적 인물
평가하기

닮음의 중심 찾고
선 및 정 다각형 그리기

STEAM부스가 있는 양지문화재 운영

STEAM

모둠별로 정육면체
전개도에 스케치하고
만화경 제작하기

완성된 만화경으로
세상 들여다보기

다양한 시각(원근법)으로
역사적 인물 평가하기

상황 제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원근법이 보이는 재미있는 사진을 찍고 면밀히 관찰하도록 한다. 그
안에서 닮음의 중심이 원근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여 사고의 확장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싶은 세상을 정육면체에 직접 디자인 해보고,
거울 뒤의 스크래치한 무늬를 통과한 빛이 정육면체 거울 상자 안에서 반사하는 만화경을 제
작해본다.

감성적 체험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 원근법이 아닌 방식으로 그린 그림을 통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아본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를 보는 역사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이것을 통해 보는 방식에
따라 드러난 현실 또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학습 준거 틀

STEAM 방과후 수업과 동아리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STEM이 좋아요!
학부모 : 학기말 STEAM 주간 운영으로 교육과정이 알차게 운영되었습니다.
교사 : 특별한 주간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 연계수업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하는 부스 운영을 통해 즐거운 학교축제가 되었습니다.
학생 : 선생님들은 힘드시겠지만 체험하는 우리는 너무 즐거운 수업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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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흥미 있는 자석의 세상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1. 융합적 창의력을 키우는 방과 후 활동, 스팀 소식지를 활용한 마인드 확산

자석에 대한 성질 이해, 자석을 활용한 발명품 고안해보기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M

자석에 작용하는 힘

나침반의 원리

나만의 나침반 고안

창의적
나침반디자인하기

지도에서 길 찾기

상황 제시

만약, 등산이나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나침반>의 필요성 인식

창의적 설계

기존의 나침반의 원리를 이해하여 간단한 나만의 나침반을 설계하고 실험하기

감성적 체험

서로 자신이 만든 나침반을 비교하고 기능을 추가/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의논하고 발
표하기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운영결과
1. 학생/교원의 STEAM 교육 마인드 확산

2. STEAM 교육과 결합한 과학교실 수업

- 나침반의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는 계기가 됨
- 나침반을 직접 만들고, 방위를 정하는 방법을 배움
-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방위를 이해하고, 길 찾는 요령을 익힘
<수학연계 활동>

3. STEAM 교육에 적합한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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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삼성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융합인재교육(STEAM) 교과체험 활동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따뜻한 집에 살고 싶어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중학교 1학년 과학의 교과내용 중 ‘단열재’ 단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활동 전개
과학지식이 우리생활과 관련이 깊고 다른 여러 분야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함

1. 목적
현장 체험 교육의 장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과 동시에 진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음.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2. 방침
각 교과별 체험활동은 국어(국어, 한문), 사회(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과학, 기술·가정), 영어, 예능(음악, 미술, 진로), 체육
으로 7교과 군으로 나누어 실시했고, 각 과별 학습활동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수 결과물은 시상을 했다.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단열의 원리

효율적인 단열재

효율적인 단열재

A

M

여러 단열재의 특성을 단열의 효과적인
이용하여 집을 설계하 정도를 수적으로 표현
하는 방법 찾기
고 집모형 만들기

상황 제시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과제를 준다.
이때 배운 단열의 원리와 단열재의 특성들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준다.

창의적 설계

상황제시에서 학생들이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단열이 잘되는 집을 그림자료와 글
을 이용해 설계해 보도록 한다. 설계를 마친 후 설계한 대로 여러 재료를 이용해 집 모형을
만들어 보게 한다.

감성적 체험

학생들이 만든 집이 단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테스트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학생들
이 만든 집과 비교해보는 시간도 제공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미래의 꿈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다양한 교과별 전시관과 체험 시설을 경험함으로써 폭넓은
세계관과 꿈을 펼칠 수 있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기존에 수업에 학습의욕이 저조하게 나타났던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향상
-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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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용곡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탐탐과학과 연계한 융합인재교육을 통한 과학적 탐구력 신장

활동내용
1. 탐탐과학을 적용한 융합인재교육
과학송 UCC 만들기
- 융합 주제 : 학습한 단원의 내용을 가사로 하는 과학송을 직접 만들어보고, 영상 제작 콘티를 통해 과학송 UCC를 제작.

대표 STEAM 프로그램

과학(송) UCC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충남과학교육 브랜드 사업인 탐탐과학을 적용한 융합인재교육
- 쉽고 재미있는 수업 : 탐구능력 향상 및 과학 흥미도를 향상
- STEAM 수업과 연계 : 자기 주도적 탐구력 및 창의력을 신장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A

E

T

자극과 반응

신경전달
속력의 계산

과학송 디자인 및
과학송 부르기

과학송 영상 촬영

UCC 영상과
가사 편집

2. 테마별 체험학습을 통한 STEAM 프로그램 운영
학급별 토의와 설문 조사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장소 선정.

과학송

3. 동아리 및 캠프 활동을 통한 융합인재교육
1) 과학영재학급(1학년 선발) 및 과학 STEAM 동아리(3개) 운영
2) 4개의 교과 캠프 운영 : 과학, 사회, 수학, 영어 캠프(여름방학중)

STEAM

과학송 개사하기

과학송 촬영 장면

과학송 UCC 들

상황 제시

- '수업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활동하는 수업을 유도한다.
- 배운 내용을 과학송으로 제작해서 반별,조별 경연을 한다.

창의적 설계

- 여러 종류의 과학송 UCC를 시청하게 하여 스스로 제작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도
- 콘티 작성시 내용의 전달과 다양한 기법을 고려한 영상 편집을 주문한다.

감성적 체험

- 각 차시마다 과제의 완성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칭찬한다.
- UCC제작과정에서 조원들간의 협동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 다른 조 UCC의 평가과정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배양함.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운영결과
탐탐과학과 연계한 교과내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모델 개발ㆍ적용, 공유를 통해 학습
동기유발, 정리 및 융합인재교육의 활성화에 기여
- STEAM수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수업시수, 시험 대비, 학생편차에 의한 관심도 차, 수
요자의 필요성 인식 차이 등 교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영재반, 방과후
학교, 동아리 등 방과후 시간을 이용한 STEAM프로그램 적용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54 | 2013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중등

교내 과학송 UCC대회 개최

교내 대회 출품작들

충청남도 UCC경연대회 결과

Part 4 성과자료 리더스쿨 |

355

[충남]

금산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체험 중심형 STEAM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동내용

간이 전동기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전자기력의 힘 느끼기
- 전기 기구가 움직이는 이유가 전자기력 때문임을 이해하기
- 학생들이 구체적인 힘의 효과를 경험함으로써 전자기력을 이해하고 직접 느끼기

1. 교과 외 체험 중심형 STEAM 교육 자료 개발·적용
1) 금산 지역 농촌체험 영역
가) 농촌 GO! 체험 GO!
나) 행복 밥상
2) 진로체험 영역
가) 잡스
나) 한지사랑
다) 아마빌레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2. 방과후학교 체험활동 자료 개발·적용
1) 인성 키움 영역

대표 STEAM 프로그램

S

T

E

A

M

전동기가
작동되는 원리

전동기 제작원리,
전동기를 회전시키기

전동기 제작

회전자의 미각적
디자인과 균형잡힌
전동기 만들기

무게 중심과
일차함수의 이해

2) 지성 키움 영역

전동기 제작 원리 학습

3) 감성 키움 영역

STEAM

전동기 제작

전동기 제작

완성 작품

상황 제시

-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기구 말해보기
- 전동기의 작동 원리 그림과 전동기를 보면서 전동기의 회전 원리 생각해 보기

창의적 설계

- 전동기 제작을 위한 조건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기
- 안전하고 잘 회전하는 전동기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전기 기구가 움직이는 이유가 전자기력 때문임을 이해하고 간이 전동기를 예쁘고 잘 돌아가
게 만들어 봄으로써 감성적으로 체험하고 전자기력의 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STEAM 수업의 효과
1) STEAM 지식, 교과 관련성 및 이해도 증가
2) STEAM 수업에 대한 흥미 및 참여도 증가

2. 학생 소감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전자기력이 이렇게 세다는 것을 몰랐는데 정말 신기한 수업이었다. 전동기를 만들면서 친구들
의 작품이 모두 모양이 다른 것이 참 재미있었다. 그리고 전자기력으로 또 무엇을 만들 수 있
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친구들도 수업을 받다가, 이 상황이 융합인재교육이란 것을 알았는지 “아, 이거 STEAM교육 아니야?” 라고 했었다. 융합인재교
육에 대해 알고, 직접 배워보니 평소 각각의 과목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 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았다.

3. 교사 소감
STEAM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은 STEAM 수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STEAM수업 설계
를 위해 여러 교과의 교사들이 협의를 통해 과목을 융합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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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우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정우 멘토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요리와 별자리와
마술이 함께 하는 마법의 세계로 아자아자!

활동내용
1. 에너지 균형의 과학을 통한 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2. 천문대와 함께 떠나는 낭만적인 별 밤
3. 마술사와 함께 하는 마법의 세계
목적
- '정우 멘토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STEAM형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창의력, 탐구심, 심미적인 태도를 기르고, 상담을
통해 사제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함.
- 각자의 열량을 측정하여 식단을 짜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아 요리를 함으로써, 협동심과 창 의력 신장 및 자기주도적이고 적극
적인 생활을 하게 함.
- '천문대와 함께 떠나는 낭만적인 밤’을 통해 과학 세계의 탐험과 함께 예술적인 감성을 느끼는 융합적, 창조적 정서를 경험하게 함.
- 과학, 수학, 예술, 기술, 국어, 체육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인 마술을 통해 스토리 텔링이 있는 다채로운 융합교육을 실천.

대표 STEAM 프로그램

페트병을 이용하여 태양광 조명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페트병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을 이용하므로 친환경적이다.
-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사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측창 채광과
천창 채광
비교하기

간단한
주택 모형
만들기

페트병에
물을 채워
지붕에 끼우기

주택 모형
안의
밝기 확인

페트병의
밝기와 비용
절감 계산

캠프 일시 및 코스
- 체험학습 일시 : 2013년 11월 14일 ~ 15일 (1박 2일)
- 체험학습 코스 : 전주남부시장→고산 자연휴양림

STEAM

상황 제시

버려진 페트병만 있으면 전기 요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안에 전등을 켠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설치 작업이 간단하고 비용도 1달러 정도로 저렴하며 페트병 하나가 55W
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창의적 설계

간단한 주택 모형을 만들기 위해 마름질하여 조립한다.
주택모형의 실내를 확인한다.
페트병에 물을 채워 지붕에 끼운다.

감성적 체험

페트병 조명 설치 이후 아이들은 집 안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 놀 수 있게 되었으며, 화
재의 위험도 줄었다. 또한 대낮에도 컴컴한 개발도상국의 빈민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에서 88%가 만족한다고 하였
고, 9%가 보통, 불만족이 3%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학교 운영으로 융합수
업 준비와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며 어려움도 많았으나 융합교육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융합수업과 융합프로그램 운영상에 보여주는 학생
들의 긍정적인 모습과 본교 교사들의 협력적인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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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학교나 우리 주변에서 이용되고 있는 친환경 기술을 찾아
보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 다양한 친환경 기술 중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구상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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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남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프로그램을 통한 융합적 사고력 신장

활동내용
1. 융합인재교육(STEAM)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STEAM ZONE 설치, STEAM 웹환경 구성, 학생 및 학부모 대상 STEAM 홍보교육 실시, STEAM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강화,
STEAM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 재편성 등을 통하여 STEAM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한 연을 제작하여 날려 봄으로써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2. STEAM 프로그램 운영
정상적인 교육과정내에서 실천이 가능한 STEAM 프로그램을, STEAM DAY를 지정하여 월별 1회씩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
로써 학생들에게 미래 세계에 대비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을 증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늘 높이 날아라, 나의 연!

S

T

A

E

M

비행기가 나는원리

창의적인연 설계

연 디자인과채색

연 제작방법습득

무게 중심 이해

기초이론수업

STEAM
학습 준거 틀

연 설계

연 발표

연 날리기

상황 제시

비행기는 과연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창의적 설계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하늘을 잘 날수 있는 연을 만든다.

감성적 체험

연 날리기를 통해 비행 물체에 대한 흥미를 느낄수 있고 항공 관련 직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
는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운영결과
1. STEAM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

- 과학, 수학등 기초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증가 하였고, 보다 쉽게 STEAM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음.
-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STEAM 수업을 통하여 창의성과 표현력이 증가함.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STEAM교육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교과적 지식과 이해도 및 융합적 사고
력이 증가하였다.
-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학생 소감)
다양한 학습활동 및 체험을 통하여 각 교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증진되었다
-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교사 소감)
다양한 STEAM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보다 쉽게 STEAM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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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율촌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토론형 STEAM 프로그램 운영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무공해 비행기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1. STEAM DAY 운영
STEAM DAY 운영을 위한 시간표를 준비하여 운영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교과연계형 운영/토요 STEAM DAY 운영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 모색
- 비행기 제작을 통한 과학과 기술, 수학적 사고력 향상 도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2. 방과후 활동을 이용한 융합토론반 운영
토론을 통한 지식내용의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한 융합능력향상

STEAM
3.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프로그램 운영 틀

- 운영 기간 : 2013. 3 ~ 2013. 11
- 적용 대상 : 6학급, 134 명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M

E

A

대기오염의 원인
비행원리

재료의 특징

무게중심잡기

비행기 제작하기
무공해 비행기
설계하기

비행기 꾸미기
무공해 비행기
그리기

4. 운영 프로그램

비행원리 알아보기

STEAM

비행기 제작하기

무공해 비행기 설계하기

비행기 날리기 대회

상황 제시

오존층 파괴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 기술을 이용한 무공해 비행기들이 출현하고 있다.

창의적 설계

비행원리를 이용한 모스비행기를 제작해 보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비행기를 설계해 보자

감성적 체험

대기오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는다.
무공해 비행기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과학과 기술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STEAM 수업의 효과
과학 /기술 및 예술교과에 대한 흥미도 및 이해도 증가함.
과학 /기술 및 예술 직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

2. 학생 소감
그 동안 인터넷에서만 신기하게 바라보던 모스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그 원리를 깨닫게 되어 매우 재
미있었고 앞으로 이와 같이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무공해 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
다.

3. 교사 소감
학생들이 STEAM DAY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프로그램마다 만들
어지는 산출물을 보면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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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과학/기술 및 예술교과에 대한 흥미도 및 이해도 증가함.
- 과학/기술 및 예술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
- 유튜브 등을 통하여 이미 모스비행기가 잘 알려져 있었으나 그 비행원리
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그 동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본교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비행의 과
학적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제시된 문제 해결에 몰입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과학과 기술교과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관련 분야
의 직업군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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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오태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STEAM 프로그램 개발

대표 STEAM 프로그램

LED 스테인드글라스

활동내용
1. STEAM 교육 적용을 위한 여건 조성
STEAM 교육을 위한 연수 이수
- 전체 교원 45명 중 36명 STEAM 교육 연수 이수 (80%)
- 교내 자체 연수 실시
STEAM 확산을 위한 교외 홍보 활동
- 2013학년도 경북기술교육연구회 STEAM 주제 연구발표
STEAM관련 학회지 투고
- 경상북도 STEAM 활성화 모임 10월 주최

2. STEAM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적용안 개발
STEAM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제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STEAM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 주변에 활용되는 LED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LED를 활용하여 STEAM 요소를 배워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
한 융합적 사고를 높이고자 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M

S

E

A

T

회전체, 도형의
닮음을 활용한
빛과 거리의 관계

전기와 빛의
성질에 대한 이해

과학,수학,기술
요소를
활용한 최적 설계

가산혼합
전구의 예술

전기회로에 대한이해
LED를 활용한
창의적 작품만들기

3. 교내 STEAM 수업 실시
교내 STEAM 교과 선생님들과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함.
교과내 수업형 위주로 STEAM확산을 기대함

4. STEAM관련 진로 지도 교육 및 상담
워크넷(www.work.go.kr)을 활용하여 이공계 학과소개 동영상 시청
워크넷을 활용한 직업흥미 검사 실시 및 상담

STEAM

상황 제시

스토리텔링에 의한 이야기식 전개
주인공의 백화점 방문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활용한 창의적 설계 활동
LED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 설계 활동

감성적 체험

협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작품 완성을 통한 성취감
실생활 중심의 감성적 체험을 통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의식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STEAM 수업의 효과
수업 환경,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하여 만족함.
이공계진학에 대한 흥미 향상.
STEAM교과 흥미 향상.
성공적 체험 경험.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실생활과 연관있는 프로그램 이공계진학에 대한 흥미 향상
- STEAM교과 흥미 향상 성공적 체험 경험

2. 학생소감
평상시 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배웠다.
이런 수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3. 교사소감
처음 해보는 STEAM이 힘들었지만 보람되었다.
이렇게 교육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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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흥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문화탐방활동 기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개발

활동내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지인 경주에 산재한 많은 문화유적 중 국보 27호인 '첨성대' 를 대상으로 학생이 첨성대를 건축한 '아비지'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설계자의 입장에서 첨성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 전개를 통해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문화탐방활동 기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학생이 첨성대를 설계한 '아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설계자의 입장에서 첨성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 전개를 통해
학습하도록 구성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문화탐방 전 활동으로 만원권 지폐에 들어있는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 망원경,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 조상
들이 오래 전부터 천문관측에 관심을 가져 왔음을 알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별 관측기구로 1500여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 없
는 첨성대 구조와 특징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문화탐방 중 활동으로 첨성대를 직접 탐방하여 첨성대 외형 모습, 특징, 상하 구조, 세월의 흔적 등을 확인하고, 1500년 전 신라시
대의 궁궐인 반월성과의 배치, 창문의 방향 등을 나침반을 이용해 확인해 보게 하였다.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M

E

A

첨성대 모양과
공기저항

첨성대 구조와
안정성

첨성대높이
어림하기

첨성대
기울어짐
방지하기

첨성대
조명
비추기

문화탐방 후 활동으로 북쪽으로 기울어진 첨성대를 피사의 사탑과 같이 기울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첨성대
기울어짐 방지 노력 등의 활동으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깨닫고, 1500여년 동안 굳건히 버티어 올 수 있게 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문화탐방활동

STEAM

문화해설사 설명

나침반 측정 활동

팀별 탐방활동

상황 제시

첨성대가 단순히 화강암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1500여년 동안 한번도
무너진 적 없음에 신선한 충격을 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창의적 설계

문화탐방 결과 무너진 적은 없지만 북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피사의 사탑과
같이 기울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감성적 체험

첨성대 기울어짐 방지 노력 등의 활동으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깨닫고, 1500
여년 동안 굳건히 버티어 올 수 있게 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에 감사함을 심어준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학교 밖을 나간다는 기쁨에 너무 너무 좋아 했는데 활동지를 주시기에 당황!
하지만 직접 눈으로 마주 대하며 활동지의 답을 찾아가는게 꼭 숨바꼭질 하듯이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었다.
늦 가을 단풍도 볼 수 있어 좋았고 활동지로 공부도 하긴 했지만 어쨌던 학교보다 훨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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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교실 밖 수업이라 학생인솔 및 관리 등의 이유로 힘들게 여겼지만 생각
과 달리 질서정연하게 팀별 활동으로 탐구하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
습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Part 4 성과자료 리더스쿨 |

367

[경남]

진영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맥(脈) 가(可) 이(利) 버(Versatile) 프로젝트

활동내용
1. STEAM 교과 블록 수집 운영

대표 STEAM 프로그램

씨름도를 재연하라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씨름도를 통해 과적적 탐구영역(관찰, 추리), 사진의 기술, 마방진을 익히고 재연과정을 통해 협업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전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A

S

M

T/E

A

씨름도 감상

과학적 탐구
관찰과 추리

마방진

씨름도
재연

씨름도
재연

2. 학급별 STEAM 활동

3. 체험활동과 연계한 STEAM

STEAM

상황 제시

* 그림을 보면서 씨름도에서 관찰과 추리를 해본다.
1. 누가 이겼을까?
2. 씨름을 할 다음 순서는?
3.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창의적 설계

* 씨름도 재연하기 활동
1.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관찰하여 똑같이 포즈를 취한다.
2. 위치를 정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 사진을 찍는다.

감성적 체험

* 씨름도 재연 사진 전시회
1. 씨름도와 비교하여 가장 비슷하게 찍은 모둠을 선정한다.
2.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을 말해본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반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1년이 된 것 같다. 과제를 받으면 여러 번,다양하게 생각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작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 1학년 유유정
융합적으로 접목시켜서 수업을 했을 때 ,국어만 다뤘을 때보다 더 신선하면서 학생들이 더 흥미로워 하는 것 같아 함께 하는 시간
이 알차게 느껴졌다. 다채로운 수업을 경험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 국어교사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엿장수 역을 맡아 재밌게 했고, 생각없이 보던 씨름도에 숨겨있었던
것을 찾으면서 신기했다.

2. 학부모소감
자녀와 함께 활동하면서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었다.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3. 교사소감
분야가 다른 과목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다른 과목에 대한이
해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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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호암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창의적 수업모델 적용을 통한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활동내용

교과통합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 스팀관련 교과를 2과목이상 통합하여 주제중심 수업
- 수업적용 사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조명기기들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위함
- 설계, 제작과정에서 문제해결력, 창의성 향상
- 진로 탐색의 기회 및 예술적 능력 향상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동아리 활동

우리 꿈이 빛난다.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1. STEAM 교육과정 운영사례
스팀관련 교과 블록타임제 편성 및 운영
- 관련교과 : 수학, 과학, 기술 가정
- 수업적용 사례

대표 STEAM 프로그램

S

A

T

E

M

•빛의 성질
•전기 회로 구성

•글씨 디자인
•'나의 꿈' 디자인

•LED 활용
'나의 꿈' 제작

•LED 활용
'나의 꿈' 제작

•전력량의 계산 및
비교

STEAM 프로그램 운영 사진

STEAM

상황 제시

에너지 소모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거리의 많은 전광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전기를
사용해 불빛을 내보내고 있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저전력 광고판을 만들 수 없을까? 우
리의 꿈을 담은 저전력 광고판을 직접 설계, 제작하여 꿈을 현실화 해보자

창의적 설계

광고판에 '나의 꿈'을 표현하기 위해 진로와 연관된 자신만의 문구를 디자인하고, 전기 소모
량이 적은 LED와 전자부품을 이용하여 전기 회로를 설계해 본다.

감성적 체험

빛나는 '나의 꿈' 광고판을 보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성취감을 갖는다. 또한 다양한
전광판들을 통해 전기사용량에 대한 인식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준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교사
- 폭넓은 지식을 통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교육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 교과목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른 과목의 교육과정과 체제,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방
법이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학생
- 여러 과목 선생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연관 지어 설명해주시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다양한 실험과
실습을 하여 의문점을 직접 해결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수업의 흥미와 집중도가 훨씬 높아졌다.
창의력 신장과 자기주도 학습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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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소감
- 다른과목과 연계되어 이해가 훨씬 잘 된다.
- 수업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아졌다.

2. 학부모소감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작활동이 인상깊다.
- 학생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도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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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신어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다빈치(Da Vinci)형" 인재 육성 프로젝트

활동내용
1. STEAM 교육을 위한 환경의 재정비

대표 STEAM 프로그램

들어가자! 몸속으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 몸 구성하는 장기의 형태를 분석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인체모형을 제작한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와의 다짐 활동을 통해 감성적 체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전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2. STEAM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적용

S

T

E

A

M

과학적 이론
및 탐구

폐품으로
장기
제작하기

폐품으로
장기
제작하기

장기를
색으로
꾸미기

장기의 길이
,무게 측정하기

3.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STEAM 교육의 활성화

STEAM

상황 제시

위대하게 간절하게 : 인체에 관한 탐구활동
간 무게 측정하기, 위 용량 측정하기, 소장의 길이 측정하기를 통하여, 인체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게 한다.

창의적 설계

폐품으로 의미심장하게
순환기관인 심장과 폐, 배설기관인 콩팥 중 1가지를 선택하여 OHP필름과 폐지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소중하게 장엄하게
자신이 제작한 인체모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장기 기증 증서 만들기를 통하여 몸을 건강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학생소감
STEAM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통해 우리 몸에 대해 생생하게 느끼고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교사소감
STEAM 학습 준거를 따른 수업의 전 과정이 학생 상호간 토론과 지식교류 활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문제해결력이 신장되었고
학생 주도적 수업이 얼마나 즐겁고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지 교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인체의 모형을 제작해보면서 구조적 특징을 이해
할수 있었다.

2. 학부모소감
융합인재교육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였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STEAM 교육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3. 교사소감
인체 장기의 크기, 무게, 길이 등의 근삿값을 짐작해보면서 학생들이 식
을 효과적으로 습득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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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북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감성적 체험" 의 융합교과적
접근을 통한 "창의적 설계" 능력 배양

활동내용
1.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
STEAM의 교과 외 활동을 통해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만드는 활동을 함.

대표 STEAM 프로그램

맑은 소리 고운 파동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 주변의 다양한 소리를 통해 소리의 여러 요소를 알아보기 위함
- '소리' 를 통해 언어의미적, 수학적 접근시도
- 소리에 대한 경청능력 및 조화로운 소리를 선별해 내는 능력을 기름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T

E

A

소리 굽쇠로
알아본
소리의 성질

소리의 함수적
성질과
규칙성 알기

언어의
표현과 소리

부부젤라
종이컵 스피커
만들기

음색과 주파수,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원리

2. 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STEAM

상황 제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크기나 높낮이 음색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달라
지며, 파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생각해 본다.

창의적 설계

소리의 크기나 높낮이에 따라 다양한 음색이 나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 수 있
는 자신만의 예술작품을 설계해 본다.

감성적 체험

부부젤라와 종이컵 스피커를 이용해 소리의 3요소를 체험해 보고 그에 따라 파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화음이 듣기 좋은지를 체험해 본다.

학습 준거 틀
3. 생활 과학 교실 운영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함.

운영결과
1. 학생 소감
'과학'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시험치는 과목이라고 밖에 생각 안했는데, STEAM 수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라
는 생각보다는 놀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한 실험 중에 달걀을 삶으면서 시간별로 단백질의
응고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속의 요리하는 과정에도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것 알게 되어
신기 했어요. 수업시간에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과목들을 연계해서 하니까 이해도 색달랐어요.
STEAM교육을 한 후에 변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론 중심의 수업에서 직접
만들고 느끼며 수업을 하니 선생님도 학생들도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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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 주변의 다양한 소리를 STEAM요소를 융합하여 접근하는
것이 색다르고 재미있었어요.(2학년 하예지)
-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교과목에서 수업한 후 실생활과
관련된 작품을 설계함으로써 더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2학년 이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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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꿈ㆍ더ㆍ함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토한 창의적 사고력 신장

활동내용
1. <꿈 더 함 STEAM>체험전 실시
-

실시 일자: 2013. 9.16(금)
주제: STEAM 과 즐거운 만남
부스: 학교 체육관에 18개 부스, 교실에 8개 부스로 총 26개 부스운영결과.
다채로운 체험중심의 탐구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융합적 사고력 증진.
STEAM 체험전 개최로 학생들의 과학, 수학, 기술교과에 대한 흥미와 학습에 동기 부여를 함..
STEAM 체험전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 제공.

대표 STEAM 프로그램

내 손을 따라 움직이는 인공 팔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직접 인공 팔을 만들고 평가해 봄으로써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주제를 선정함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3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A

M

E

T

신체의 원리
탐색하기

손
드로잉 하기

손가락 비율을
황금비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기

필요한 재료 및 공구
를 이용하여
인공 팔 만들기

2.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통과 공감의 활동으로 문화해설 UCC동영상 제작
- 프로그램명: 다령이와 함께하는 fun-fun한 지역문화해설
- 내용: 4개의 분임조를 구성하여 분임별로 담당 문화재와 관광지를 구분하여 현장 답사를 함. 다양한 형태로 담당 문화재 또는 관
광지를 영어자막으로 알리는 UCC 동영상을 제작.

STEAM

상황 제시

동영상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다친 사람들에게 유용한 인공 팔 제작의 필요성
을 갖게 함.

창의적 설계

인공 팔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필요한 재료를 활용하여 내 손을 따라 움직이
는 인공 팔을 제작함.

감성적 체험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가진 발전된 로봇을 만드는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기지게 함.
새로운 자신만의 인공 팔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탐색하게 함.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STEAM 수업의 효과
- 소극적인 학생과 탐구능력이 낮은 학생들도 맞춤형지도를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학습체험의 기회를 가져 동기유발에 도움이 됨.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불의의 사고로 팔을 다친 사람들의 불편함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생활주
변의 소재로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내손을 따라 움직이는 팔을 제작해봄으
로써 더 발전시킬 점,수정 보완할 점 등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호기심도 증가 되었음.

2.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
-과학, 기술, 수학 등 STEAM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음.

3.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
- 교사의 수업방법이 다양화 되고 학생들의 흥미
- 유발과 사고 능력을 신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자연스런 STEAM형 수업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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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인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CREATIVE STEAM

활동내용

1. 교수학습 활동프로그램

대표 STEAM 프로그램

미래의 하이브리드 전기 버스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에서 과학적 가치를 발견함
- 버스를 소재로 예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친환경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을 이해함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태양광 반도체 원리

버스의
제작, 조립

구동 장치의
설계

버스의
디자인

에너지
효율의 계산

2.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태양광 전기에너지 원리

3.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STEAM
학습 준거 틀

버스 제작,조립

버스의 디자인

축전지, 모터
태양광,풍력에너지 측정

상황 제시

축전지의 모터로 달리는 버스에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창의적 설계

아름다운 버스 디자인, 태양전지와 풍력발전기의 부착의 설계, 구동장치와 축전지를 설계해
본다.

감성적 체험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케플러법칙을 시각화 할 수 없을까?버스를 구동시키면서 생산되는
태양, 풍력에너지를 직접LED로 보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학생들은 재미있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STEAM수업을 희망하고 있음
STEAM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융합인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김
수업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수업에 대한 학생의 흥미가 상승함
융합의 시도로 다양한 수업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교과 전문성이 신장됨
열린 사고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향상됨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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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재를 과학적 원리와 관련시키려는 동기유발, 열정이 증가한다.
- 구동되는 버스를 보면서 구동장치의 설계와 에너지 이용 관계를 쉽게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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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CREATIVE STEAM 진명여고

활동내용

1. 연구활동 조직 및 연구모임
각 교과별 교사로 구성
- 국어, 한문, 사회, 지리, 윤리, 정보, 음악, 미술, 과학, 수학, 영어, 사서
등 연구모임
- 월 2회 전교과 교사 방과후 정기모임 및 수시 소그룹협의 20~25명이 연구
모임에 각 과목 대표로 참여자료 및 아이디어 공유, 프로그램 개발 각 과
목 교과과정과 연계

대표 STEAM 프로그램

정약용 PROJECT -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문과지망생이 월등히 많은 여고에서 과학과 수학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인문학에서 과학과 수
학으로 접근하여 사고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A

S

거중기 제작과 물체의
정약용의 실학
무게 측정
사상의 이해
수원화성 축조의 배경 수원천 수질 검사
수원화성 답사

M

T

A

수원 화성의
넒이 구하기

Google Earth,
SGIS를 이용한
화성신도시의 현황

수원화성의
슬로건 제작,
수원화성의
공공디자인

상황 제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나라의 대표적 수원화성의 축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수원화성의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창의적 설계

오늘날 수원화성은 어떻게 재건이 이루어졌으며,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감성적 체험

수원화성의 리모델링, 도시의 공공디자인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수업 참여도 86.46%
- 협력을 통한 과제 해결
96.4%
- 융합적 사고에 대한 관심
97.2%
진양여고 연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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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일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융합인재교육 현장 확산

활동내용
1.1.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 예술적 소양 함양을 위한 앙상블 초청 공연
-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 시 동아리 운영

대표 STEAM 프로그램

아쿠아테라리움 꾸미기 대회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수계 생태계 제작 과정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능력, 예술적 소양 등과 같은 다양하고 통합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
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 다양한 수계의 종
류와 특징
• 생물과 환경의 상
호작용에 대한 이해

E

A

M

• 다양한 수계를 표 • 수생생물과 환경의 • 수계 환경을 심미
현하기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이 적절하 게
적으로 표현
형태의 공간 구성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구현

• 한정된 공간 내에
서 살아갈 최적의 생
물 종수와 생물 개체
수를 계산

2.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현장 적용
-

예쁜 다리 만들기 대회
아쿠아테라리움 꾸미기 대회
자동차 창작 경진 대회
융합인재교육 수업 공개 및 컨설팅

STEAM

상황 제시

•제한된 공간 안에 수계 생태계를 위한 환경 조성
•그림을 통해 생태계 보호에 대한 참신한 메시지 전달

창의적 설계

•수계의 종류를 고려하여 아쿠아테라리움 제작에 필요한 재료선정
•환경과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심미적으로 잘 구현되도록 함

감성적 체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완성된 아쿠아테라리움을 가꿈으로 생명의 신비를 직접적으로 체험

학습 준거 틀

3. STEAM 프로그램 현장 보급
- 중학생 대상 창의과제해결 캠프(우주 탐사선 제작 프로젝트) 실시

운영결과
예쁜 다리 만들기 대회는 처음으로 접하는 정말 참신한 대회였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량 구조에 대한 물리적 분석도 많이 해
볼 수 있었고, 관련 수학 이론들도 접하면서 수학, 과학 지식이 실생활에 이렇게 깊이 연관되어 있고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시종일관 흥미진진한 경험이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낸 산출물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감성을 지닌 창조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산출물 제작 과정 속의 그리기 과정을 통해 미적 창조의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인성 및 감성 교육에 기여하여 긍정적인 태도의
함양을 이룰 수 있었다.

자동차 창작 경진대회에 참가하면서 설계도 작성은 쉽게 했으나, 막상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지
만 나의 공학적 소질을 조금이나마 발견한 점이 참 의미가 있었고, 대회 참가 이후에도 다른 자동차들을 분석하여 실패 요인 및 문
제점을 찾아 해결해 보는 등 더 많은 흥미가 생겼다.
스팀 공개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수준 높은
심화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참여한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감성적 체험이 일
어날 수 있는 산출물 제작까지를 포함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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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송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이런 것 쯤 자신 있어요~

활동내용
1. 융합인재교육 교육환경 및 여건조성
융합인재교육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활동
- 교사 11회, 학부모 5회, 학생 4회
STEAM 교사 연구회 및 STEAM 동아리 운영
- 교사연구회 : 교육과정 분석, 수업지도안 제작, 프로그램 개발, 주 1회 협의
융합 동아리 : 6개 운영

2.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통한 STEAM 교육 활동 전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 과학교육과정 분석
- 프로그램 32개 개발,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
- 융합인재교육(STEAM)
- 프로그램 개발 적용
- 프로그램 16개 개발, 적용
지역사회 연계
- 융합인재교육(STEAM)
- 프로그램 개발 적용
- 프로그램 26개 개발, 적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소장하고 싶은 빛 장식품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주변의 각종 영상장치에서 다양한 색의 빛을 표현해 내는 방법을 알고, 표현해 봄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및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빛 장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을 기른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색의 삼원색과 빛의 영상장치에서 색을 표
빛 합성장치를
아름답고
내 휴대전화 영상장
삼원색의 이해
현하는 방법 이해하기 만들고 이를 이용한 소장하고 싶은 나만의 치의 해상도 알아보기
다양한색 표현하기 '빛 장식품'을 만들기

다양한 색 빛 만들기

빛 장식품 제작하기

빛 장식품 소개하기

영상장치 픽셀 관찰하기

3.융합인재교육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융합인재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활동 전개
- STEAM 표어대회, UCC 대회, 문제해결 논술대회, 과학 그림으로 만나다, 음악이 있는 미술전시회, 민족의 숨결 국보 전시회 등
전개
지역사회 내재 융합요소를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
- 강화도 답사, 인천항 탐방, 한국은행 견학, 부여 고건축 체험학습, 송도 탐사 등 전개
지역사회 연계
- 융합인재교육 실천 사례
- 발표 및 전시회

STEAM

상황 제시

인쇄 자료와 여러 영상 장치(Display Devices)들을 관찰하여 빛과 색의 삼원색을 이해하도
록 하고, 빛의 삼원색인 Red, Green, Blue의 빛의 조합하여 다양하고 자신이 원하는 색을
표현해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빛을 이용하여 장식품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창의적 설계

세 가지 색(Red, Green, Blue)의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빛 합성장치를 만들어 보고 여기에
여러 재료들을 더하여 비용이 적게 들면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빛 장식품’
을 설계해 본다.

감성적 체험

아름답고 소장하고 싶은 나만의 '빛 장식품' 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빛의 아름다움을 느끼
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재료들이 예술적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서로의 작품을 공
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작품의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하고 자신의 작품에 독창성을 깨닫고 또
한 애착을 느끼도록 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 신송고 학생들은 STEAM 수업 전 과학, 수학에 보통 이상 흥미가 있다고 한 학생이 약 70% 정도였다. 남학생들이라 흥미도가
높은 편인데 STEAM 수업 이후 과학, 수학에 더욱 흥미가 심화되었다는 변화를 보이며 즐거운 수업을 기대한다.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달리 일단 수업분위기가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 융합인재교육을 접하게 되었다. 암기 위주가 아닌, 머리만
쓰기 보다는 손으로 더듬어 보고 만져보고 만들어 보는 수업이었다.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서 즐길 수
있는 수업이라 좋다. 나중에 다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있으니 더할 수 없이 기쁘다.
- 스팀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였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을 순간에 스팀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업
을 진행하는 가운데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여 짜증도 났지만,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하면서 학
생들 이 자신들이 작곡한 곡의 연주가 끝나고 스스로에게 감동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니 힘들지만 보람있다는 것을 느꼈다.

384 | 2013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중등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학생들은 스팀수업을 진행하기 전보다 과학수업을 즐거워하고 스스로 수업의 주인공
이라 여기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은 물론 우리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흥미
와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인정하
고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교사인 저로서도 보람되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정의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보였고 그에 더하여 다양하면서도 융합
적인 사고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배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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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진로연계형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한 학습만족도와 감성 충족

활동내용
1. P.I.E.(Photo In Education)
-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적 원리와 지식이 실제적인 공학과 기술을 통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1
세기가 요구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공학-수학의 학습내용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구조하고, 예술적 기법을 접목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자에게 감성적 체
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상력과 창조력, 지적 호기심과 감성을 키워주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대다수의 프로그램
들은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별도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어
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과간 융합인재교육(STEAM)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급에 알맞은 STEAM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
합형 인재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연계형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시
범 적용하여 학습자의 지적 욕구와 감성을 충족시켜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의 '생명의 진화' 단원은 생명과학Ⅰ의 '생물의 다양성과 환경', 생명과학Ⅱ의 '생명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며, 지구과학 및 지리 교과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 시간에 따른 생물계의 변화에 대해 생각
해보고,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따라 미래 생명체가 어떤 모습을 진화할지 상상해보도록 구성하였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체계적인 융합인재교육(STEAM)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둘째,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등의 학습요소를 융합하여, 일반적인 교과 학습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STEAM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할 것인가?
- 셋째, 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진로와 관련된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진로 연계 STEAM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할 것인가?
- 넷째, 학교 시설만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다양한 STEAM 프로그램을 현장체험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연구 대상 : 충남여자고등학교 1～3학년 (단, 1～2학년에 집중 투입)
연구 기간 : 2013. 3. 1.～2014. 2.28.

생명의 진화

S

T/E

A

M

자연선택
진화
돌연변이

지질학
지질공학

미래의 생물
경제학(맬서스)
지리학(기후,지형)

계산 및 통계
그래프 그리기

모의실험을 통해 자연선택
설 이해하기

STEAM

토론 및 의견 발표하기

진화된 미래의 생명체 모습 진화된 미래의 생명체 모습
상상하여 표현하기
상상하여 표현하기

상황 제시

과거에 살았다가 오늘날에 멸종된 생물, 반대로 과거에는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존재하는 생
물의 모습을 제시

창의적 설계

기후 및 지형이 생명체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래 지구의 기후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생명체의 모습 탐구하기

감성적 체험

미래 지구 환경과 그에 적응하여 진화한 생물의 모습을 그리고 발표하기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 과학 또는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도 및 융합에 대한 인식도 → 과학과 수학에 대한 긍정적 반응(그림 1)이 32%에서 56%로 증가
한 것으로 보아 STEAM 프로그램이 이공계 관련 교과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
식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그림 2) 또한 18%에서 41%로 증가하였다.
- 이공계 진학에 대한 호감도 → STEAM 수업 이후 이공계 진학에 대한 호감도가 25%에서 37%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STEAM이
진로 설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림 3).
-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교과간 융합이 증가되었으며,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TEAM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STEAM 교육이 확산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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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과학시간에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경제학 이론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
웠습니다. 또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상상하고 이를 직접 표현하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
습니다. 교과서 속의 지식과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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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봉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신장

활동내용
본교SMART STEAM 교사 연구회원과 STEAM 동아리 및 UNIST HEXA 동아리가 공동으로 진로설계용 SMART 앱( 'Job談')을 개
발하여 출시하여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과학, 수학에 대한 흥미유발을 돕고 이공계에 대한 관심 드높여 자기주도적으
로 이공계 진로설계능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에코 브릿지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다이오드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직접 회로를 꾸미고 체험할 수 있으며, 기존광원에 비해 전력비가 적게 들고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LED의 장점을 활용하여 감성조명을 설계, 제작하여 보자.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시범 적용학교 선정되어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발한 교과 연계 STEAM 프로그램을 본
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진로와 연계된 STEAM 수업을 활성화하였다.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다이오드의
원리와 구조

발광다이오드
실험도구제작

발광다이오드 직렬 ,
병렬 연결 소비전력

발광다이오드의
밝기 비교

발광다이오드를 활용
한 다리 만들기

LED의 구조

STEAM

LED 회로

LED 조명

LED 조명 다리

상황 제시

예기치 못한 원전 3기의 중단으로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하게 된다. 전력 수급의 공급 차질로
수급 비상 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우리가 손쉽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조
명이다. 효율이 높은 조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창의적 설계

LED의 밝기 효율성과 전력량을 측정해 보고 같은 조건에서 실제 백열전구와의 밝기 및 전력
량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LED의 장점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LED의 장점을 이용하여 가장
밝은 LED전구의 배열을 학생들이 직접 직렬과 병렬로 연결해 봄으로써 가장 밝은 배열의 조
합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나만의 다리 설계와 조명의 설계를 하고 이를 학생들이 직접 다리에 조명을 비추어 줌으로써
학생들이 다리에 대한 조명의 감성적 체험(다리가 은은하다, 이채롭다 등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리 하나에 쓰이는 전구의 전력과 LED로 바꾸었을 때의 전력을 비교해 봄으로
써 학생들이 LED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비교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설계용 APP과 진로설계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서 이공계에 대한 관심도가 82%로
상향되었고 62%가 자기주도적으로 이공계 진로설계능력을 신장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다양한 STEAM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 사력이 향상되었다.
- STEAM교육 여건이 많이 조성되었고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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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북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과학영재를 위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자연의 언어, 2차곡선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2차곡선의 성질을 알고 GeoGebra로 구현하면서 원리를 이해한다.
- 이심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케플러의 법칙을 GeoGebra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1. 교과 중심형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2학년

STEAM
2. STEAM 방과후 활동

3. STEAM 동아리 활동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M

케플러 법칙
타원 궤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GeoGebra
활용하기

행성의 궤도
작성하기

2차곡선
이해하기

상황 제시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케플러법칙을 시각화 할 수 없을까?
광학에서 연속성 원리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창의적 설계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빛의 반사를 구현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성의 운동 법칙을 구현해본다.

감성적 체험

지오지브라를 통해 구현할 수 없는 사실을 생각해본다.
태양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때의 장점과 필요를 생각한다.

학습 준거 틀
4. STEAM 연구 활동 (R&E)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1. 운영 후 장점
- 학생의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 향상, 수업 향상
- 교과간 융합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증대
2. STEAM 수업 후 학생 소감
-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니 재미있었어요.
- 직접 시계도 조립해보고 균시차 프로그램도 만드는 등 뭔가 손으로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
하니 훨씬 보람있었어요. 남는 게 있잖아요.
3. STEAM 수업 후 교사 소감
- 처음에는 어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새로운 시도였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도전해 볼 만한 수업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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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이심률에 따라 정확한 곡선 모양이 그려지는 것을 보고 신기했어요.
- 간단한 규칙을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실제 자연계를 흉내내보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2. 교사소감
- 지오지브라가 학생들이 기하학과 대수학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든 훌륭한 도구 역할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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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MART-STEAM형 프로젝트 수업모델 개발적용

활동내용
1. 과학 교육과정 내 편성
- 1학년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주 1시간 STEAM 수업을 편성하여 운영함.
- 「 생활 속의 과학 기술」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고 실험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 스
스로 과학을 즐기고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습기회를 제공함.

대표 STEAM 프로그램

인간의 조건 나만의 환경 지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스스로 환경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보고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집단 지성 활동과 감성적 체험을 통해 환경의 문제가 나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실천의지를 세상에서 하나 뿐인 자신의 디자인으로 제작해 보고 감성적 체험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체험과 소재를 바탕으로 교과의 개념을 익히는 활동으로 융합하는 아이디어를 제공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2.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STEAM 교육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 STEAM 교사 연구회를 중심으로 전 교사가 STEAM 교육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을 분석하여 교과별로 융합적 탐구 활동 요소를 추출함.

3. 과학 교육과정 내 편성
- 1학년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주 1시간 STEAM 수업을 편성하여 운영함.
- 「 생활 속의 과학 기술」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고 실험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 스
스로 과학을 즐기고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를 제공함.
과학 R&E 심화 연구 프로그램 운영
- 방과 후 물리 화학 생물 심화과정을 통해 과제연구를 통한 R&E 심화 연구를 수행
함.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생태계의 상호작용
온실 효과와 기후변화 에너
지 전환

생태계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화기술

오염 정화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 설계

환경 컵 만들기 환경 단체
포스터 만들기

진로 연계형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 졸업생 등 지역사회 인력풀을 구축하여 수요 드림데이트
(9회), 진로아카데미(2회), 진로캠프(1회), 명사 특강(3회) 등을 통해 진로 융합 교
육을 실시함.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STEAM 교육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 STEAM 교사 연구회를 중심으로 전 교사가 STEAM 교육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을 분석하여 교과별로 융합적 탐구 활동 요소를 추출함.

STEAM

상황 제시

지구 목소리 듣기
- 환경오염의 심각성 알기

창의적 설계

지구 살리기
- 환경오염 사례 및 정화기술 조사
- 집단지성 활동(월드 카페)
- 지구를 움직이는 네 개의 바퀴(생태계의 상호작용)
- 환경단체 홍보 포스터 설계(설립목적 / 활동내용)
- 실천 의지를 나타낼 창의적인 카피라이팅 고안

감성적 체험

생활에서의 실천의지
- 포스터 만들기(수작업) 환경단체 네이밍 / 로고
- 나만의 실천의지를 담은 머그컴 제작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이후 의 변화 (학생 학생감)
- 이제 제가 발표한 주제는 언제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저는 꿈이 홍보영상 쪽이라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동영상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고
힘들었는데 발표하고 나니 ’이런 게 성취감이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 저는 시험기간에도 새벽 2시에 잔 적이 없는데 이 수업을 위해서 며칠 밤을 새벽 2~3시에 자면서 자료를 찾고 준비하였습니다.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 (교사 소감)
- 스스로 자료를 찾아 수업을 발표하며,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식을 내면화하고, 교사를 이
해하며, 더불어 친구들이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낀다. 학생들은 스스로 밤을 새워 영상을 만들고,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만들어 수업을 운영한다.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 학생은 '몰입' 하게 하고, 교사는 '관찰' 하며,
학교는 '지원' 할 때 좋은 수업, 좋은 배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392 | 2013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중등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모둠 활동과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됨.
- 제품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의 적용 기회를 접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의지가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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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곡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편심의 원리를 이용한『진동 카 경주』

활동내용
1. STEAM
1) S
- 원심력의 개념
- 마찰력의 기본 개념
- 속도를 비롯 수송수단(자동차)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의 응답을 통해 힘, 승차감 등의 다양한 중요 요소를 선정하여 평가
2) T
- 편심의 원리를 이용한 진동 카 경주 안내
- 진동 카 제작시 고려사항에 대해 모둠별 토의 및 발표 (편심의 위치, 진동카 몸체 및 다리 설계, 다리와 몸체의 연결 방법, 지면
과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한 다리의 모양 등을 고려)
- 모둠별 토의 결과를 토대로 진동카 설계
3) E
- 수송기술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진동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만들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다양하게 자료 탐색
- 설계내용을 기반으로 진동 카 제작
- 모둠별로 토너민트 리그를 진행하여 F1 진동 카 경주 우승팀 선정
4) A
- 원심력을 이용한 실생활 속 다양한 제품 탐색
- 수송 기술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움직이는 물체 디자인
- 진동 카의 속도, 힘, 승차감, 디자인 등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평가
5) M
- 편심력의 위치에 따른 진동의 크기 산출
- 라인 트랙 위에서 진동 카의 트랙 타임을 측정해 보고 좀 더 빠른 속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 상황 등을 해결
- 최종 완성된 진동 카의 트랙 타임을 측정하여 모둠 배정
- 진동 카 줄다리기를 통해 진동 카의 힘을 측정

운영결과
- 수업 내용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증가하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진동 카 제작의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도 및 습득이 높아졌다.
- 진동카 경주를 통해 모둠내, 모둠외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정서적 유대감이 높아졌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편심의 원리를 이용한『진동 카 경주』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경주라는 게임을 통해 즐겁게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 원심력의 이해
- 편심에 따른 진동
발생 이해
- 마찰력의 이해

- 진동 카 설계
및 제작

- 진동 카 설계
및 제작

- 진동 카 외형
꾸미기

- 편심 위치 및
- 다리와 몸체의 길이
따른 속도 차이 통계

진동발생원리

STEAM

진동 카 설계

진동 카 제작

진동 카 경주

상황 제시

실생활 속 진동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수송기술 관련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진동
이 물체를 움직이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 진동과 마찰력이란 과
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우리 모둠만의 F1 '진동 카' 를 탄생시킬 수 있을
지 질문을 던지다.

창의적 설계

편심의 위치에 따른 진동의 크기를 고려하여 병뚜껑에 뚫을 구멍 위치를 정하고 몸체의 모양
과 크기, 마찰력을 줄일 수 있는 다리의 모양과 몸체와의 결합 방법 등을 고려하여 빠르게 달
릴 수 있는 '진동 카' 를 설계해 본다.

감성적 체험

'진동 카' 제작을 통해 원심력과 편심에 의한 진동의 차이를 보고 느끼며 경주라는 즐거운 게
임을 통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진동 카' 를 만들기 위한 모둠별 토의 및 시행 착오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킨다.

학습 준거 틀

-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도 큰 힘으로 작용한다. 교과내용에 접목할 수 있
는 여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둠간 활발한 토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분석하고 재구성할 필요성을 느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수업을 진
행하는 교사에게도 큰 힘으로 작용한다. 교과내용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둠간 활발한
토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분석하고 재구성할
필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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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주제 중심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활동내용
1. 하계 방학중 융합 인재 교내 벽화제작 활동
일시 : 2013년 7월 19(금) - 21일(일)
장소 : 횡성여고 교내 및 운동장 주변
참가대상 : 미술반 20명 지도교사 : 4명 계 25명

대표 STEAM 프로그램

크레이터 제작을 통한 천체 운동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달 관련탐사자료와 역사속의 달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과학적 사실을 추론하고, 월면지도와 월면 크레이터 제작활동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와 흥미를 고취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정서와 감성 함양을 기르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2. STEAM NIGHT 행사 : 주제 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2013년 8월 2(금) 16 : 00 ∼ 3일(토) 01 : 00
횡성여자고등학교 운동장 및 기숙사 소강당
참가대상 : 학생20명, 학부모20명 계 40명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T

A

M

A

S

달 탐사 소개

역사속의 달

물리량추론

크레이터 만들기

달의 운동 이해

3. 연구학교 융합인재 캠프
일시 : 2013년 10월 11(금) 19 : 00 - 24 : 00
장소 : 횡성여고 운동장 (천체관측 프로그램), 기숙사 소강당 (융합프로그램)
행사1 - 스팀 프로그램 및 천체관측 5시간 ( 40명 )
행사2 - 천체관측프로그램 3시간 (횡성관내 과학반 60명, 재학생 전체 )
달 탐사관련 자료

4. 융합인재교육(STEAM) 공개수업
대상 : 2-4반
주제 : 융합 수업
일시 : 10/18(금) 10:30 ~ 11:20
참관교사 : 본교교사 및 횡성관내교사 20명

운영결과
-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기반 여건을 구축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융합인재교육
(STEAM)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였다.
- 리더스쿨 운영을 통하여 교과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체험활동 위주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 교과와 연계한 융합적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기여함과 동시 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을 높여 학생 본인의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 기존의 체험 위주의 활동 프로그램과는 달리 교과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도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고, 문제해결 방안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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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상황 제시

인류가 실행에 옮긴 주요 달 탐사 프로그램에 대해 주어진 자료를 통하여 이들 계획이 어떻
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주요 탐사 결과에 대하여 이해 한다.

창의적 설계

과거 역사속에 등장하는 월면의 모습들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추론하고 , 월면 지형에 나타
나는 다양한 지형들의 물리량 측정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감성적 체험

달 표면 크레이터 제작을 통하여 지형들이 입체적으로 잘 나타나도록 제작하고, 이를 물리량
과 비교 분석 후 달의 운동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한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역사적 작품 속에서 발견한 과학적 원리의 추론 활동 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 월면 크레이터 제작과 월면 지형에 나타나는 다양한 지형들의 물리량 측정 활동을 시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천체관
측 장비 없이도 인터넷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크레이터 형태 분류와 월면 지형 비
교 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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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봉명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체험중심의 STEAM 교육으로 문제 해결력 신장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STEAM 교육을 적용한 프로젝트형 문화 답사 실시
- 문화답사 중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과의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STEAM 교육의 목적을 반영
- 답사 주제 정하기 : 맛 지도 제작, 관광지 홍보 UCC 제작, 홍보 리플렛 제작
- 답사 융합 과제물 시상 및 전시

아로마 비즈를 이용한 천연 방향제를 만들어 보고, 이를 통해 기체의 확산 운동과 식물을 이용한 아로마 치료에 대해 체험하도록
하였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전학년

STEAM
UCC 결과물

아로마 비즈로 향기로운 교실 만들기

문화답사 자료집

문화답사 리플렛

문화답사 맛 지도

문화답사 마인드 맵

요소와
수업 흐름도

2. STEAM 교육을 반영한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과 토요 방과후 수업 운영

S

T

E

M

A

기체의 확산운동
식물체 유래의
피토케미컬

향주머니
디자인과 제작

흡습성이 좋은
플라스틱
구슬의 특징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배합비율

플라스틱 비즈를
색깔별로
아름답게 염색과 혼합

- 학습자 중심의 배움이 일어나기 좋은 동아리와 방과후 수업 운영을 STEAM 교육을 활용하여 실시
- 교사들의 특기와 학생들의 적성이 반영되는 STEAM 교육을 운영
- STEAM DAY 동아리 보고서 대회 실시

확산 운동 이해하기

영어로 설명하는 프라모델

창의 융합 독서반

아로마 에센셜 오일 배합

캡션플라스틱 비즈 염색

수학동아리(SMART STEAM)

3. STEAM 교육 홍보를 위한 환경 조성
-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직원 대상 STEAM 교육 연수(한국교원대학교 김진수 교수)
- 학부모 대상 STEAM 교육 소개(한국교원대학교 권용주 교수)
- 제작과 체험 중심의 STEAM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

운영결과
-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사전 설문 조사에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높았으며 STEAM 교육을 통해 좀 더 다채로운 수업이 가능해졌다.(교사 소감)
- 학생들이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가지고 학습 내용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교사소감)
- 동아리 활동과 방과 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교사 소감)
-문제 해결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학생소감)
-다양한 학교 생활 경험을 통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해졌으며
대학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학생소감)
-과학, 수학 시간에 참여 정도 사전, 사후 변화 그래프(응답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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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주머니 디자인

STEAM

상황 제시

아로마테라피로 스트레스와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도 학업 스트레스를 날
릴 수 있는 향기로운 교실을 만들어 보자

창의적 설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상황에 맞는 향기를 배합해본다. 향주머니를 디자인하고 제
작해본다.

감성적 체험

아로마테라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확산기를 조사하고 디자인해보자. 디퓨저의 모
양과 면적에 따라 기체의 확산 정도를 탐구해본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온도와 분자 운동의 관계는 물론 기체의 확산까지 기분 좋은 향기를 맡으
며 이해할 수 있었다.
- 확산기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확산의 속도와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시중의 다양한 디자인의 디퓨저를 눈여겨 보게 되었다. 또한 직접 창의적
인 디퓨저를 디자인해볼 수 있어 즐거웠다.
-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피토케미컬 물질이 인간의 스트
레스 및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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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온양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3-MERGER 프로그램이 창의·인성에 미치는 영향

활동내용
1. 3-MERGER 프로그램이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연구되어진 교과내 수업형, 교과 연계 활동형, 비교과 활동형
프로그램을 본교 1학년 학생들에 적합하게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전자 기타와 스피커를 활용한 음악 편곡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바탕으로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하고자 함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소리와 파동이해
스피커 원리이해

전자 기타 만들기
스피커 만들기

전자 기타 만들기
스피커 만들기

현의 길이와 평행/
대칭이동에 따른
음의 높낮이 이해

피타고라스 음계
평행/대칭 이동

주제 개념이해(상황제시)

STEAM

수학+음악(창의적 설계)

나만의 편곡(감성적 체험)

상황 제시

각 교과(수학, 과학, 기술, 음악)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음악을 편곡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진다.

창의적 설계

교과마다 다르게 활용되는 기타와 스피커를 활용하여 자신의
음악도구를 설계해 본다. 또한 단순히 피타고라스 음계에서 벗어나 평행/대칭이동을 활용하
여 나만의 편곡을 설계해본다.

감성적 체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마다의 개념 및 실험재료 등이 함께 활용될 때 창의적 산출물이 생
겨날 수 있으며 융합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 교과내 수업형 프로그램 : 2009개정교육과정 중심 고등학교 융합 수학·과학 변형
- 교과 연계 활동형 프로그램 : 융합인재교육 STEAM 자료 변형
- 비교과 활동형 프로그램 : 사이언스올 자료 및 학교 프로그램 변형

과학+공학(창의적 설계)

운영결과
K-discover 검사지를 이용하여 백분율을 통한 비율 척도와 부분적으로 카이제곱에 의한 교차분석
과 t-검정에서 긍정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학생들은 체험중심 활동을 강조하며 학생의 관심분야에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형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교사들은 주제를 정하여 교과시간 부족으로 인해 탐구할 수 없
었던 실험위주를 하는 융합캠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교수-학습의 차이의 현상으로 해석된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개별적인 교과 탐구에서 알 수 없었던 것을 융합프로그램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
었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것들에 대하여 더욱 관심있게 관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3-MERGER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현실적인 문제(real world problem)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
었다고 하였으며, 교사들은 간 학문적인 전문성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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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 신장

활동내용
1. 스팀 동아리 창체 프로그램 적용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적용
- 창의력을 키우는 발명 교육 실시
- 창의 발명 특허 교육을 통한 아이디어 특허교육
융합 체험활동을 통한 적용
- 과학관을 연계한체험 집중 탐구 프로그램
- 천문-의학 융합 활동 연계 프로그램
- 디자인-비엔날레 체험활동 연계 프로그램

대표 STEAM 프로그램

바람집과 바람길을 만들어라!!!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2차원의 선재를 이용해 3차원 공간 구성을 체험하고(바람집 제작) 바람개비를 만들어 바람길을 만들어 본다 .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물리적인 힘은
무엇이 있는가?

신문지를 강한
소재로 만들어라.

튼튼한 건축
물을 만들려면?

건축물
디자인하기/
발표하기

구조물 크기와
신문지 막대수 산출

융합과학교실 운영
- 나만의 알루미늄 태그 만들기
- 우유팩 의자 만들기
- 칼라믹스를 활용한 생물 모형 만들기

2. 스팀 축제-캠프 적용 사례
스팀 집중 캠프의 운영
- 신문지 활용한 창의적 바람집 만들기
- 조이보드 이용한 바람개비 만들기

이론 강의(물리)

STEAM

신문지 막대 만들기

구조물 만들기

상황 제시

신문지를 이용해 3차원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튼튼하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바람집을 제작
하고, 바람집에 어울리는 바람개비를 만들어 바람길을 제작하시오.

창의적 설계

바람집팀과 바람개비팀이 한 조를 이뤄 제작할 구조물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을 구상하고 스케치한 후 필요한 센서와 바람개비 모양을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조별로 작업한 내용을 설명서에 기록하고, 작동을 체험해 보본다. 구조물의 이름을 창의적으
로 부여하고 조별로 작업한 내용을 발표하는 기회를 준다.

학습 준거 틀
스팀 음악회 개최
- 시립 합창단과 본교생 음악회
- 음악과 과학의 만남

구상/디자인하기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스팀수업 학생 만족도 높음.
학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수업, 창의성이 계발되는 수업.
교사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역량강화.
교육과정 속의 융합요소를 찾아 적용할 필요 있음.
고교 스팀 전문팀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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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스팀캠프 활동으로 본교 교사와 순
천대 창의 디자인팀이 협력하여 수업 진행하여 학생들과 교사의 수업
만족도 매우 만족함.
- 교사들의 긍정적 마인드와 역량이 강화됨.
- 제작한 창작품 앞에서 모션을 취하는 멋진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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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금오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수업모형적용을 통한 융합적 문제해결력 신장

활동내용
1. 주제중심의 STEAM 수업
STEAM 교과를 중심으로 학습요소를 분석하되 적용 가능한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
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STEAM 학습요소를 구성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함.
융합인재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에서 융합요소를 추출하고 수업에 적용함.

대표 STEAM 프로그램

PVC관을 이용한 악기 제작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추상적이고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학습내용의 유용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
-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악기를 제작함으로써 악기의 원리 탐구.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2. STEAM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활동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E

A

T

관에서의
정상파와 공명

관의 길이와
발생하는 소리의
관계

절삭공구의
활용

음악 연주
7음계

진동수 측정
관악기 만들기

관악기 만들기

STEAM

진동수 측정

캡션음악 연주

상황 제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가 훌륭한 악기가 될 수 있다.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 본다.

창의적 설계

PVC관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악기를 설계해본다. 관의 길이에 따라,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
음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활용한다.

감성적 체험

모둠별로 만든 악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해봄으로써 협동심을 기른다. 악기에서 나는 소
리의 높이를 측정하여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STEAM 수업의 효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이 악기의 원리가 되는 것을 깨닫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악기제작을 시도함.
2. 교사소감
- 학생들이 '소리'에 과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음악 연주시 모둠별, 학급별로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음.

2. STEAM 수업 후의 변화
-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 및 개념을 융합하고, 창의성이 있으며, 남과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기회가 됨.
-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감성적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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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용마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연구학교 STEAM 프로그램 운영

활동내용
1. STEAM-System 운영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STEAM-System 운영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교과연계형 운영

대표 STEAM 프로그램

"전자기유도와 자기력을 이용한 코일건 제작"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고등학교 과학 및 물리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기유도(패러데이 법칙)과 전자기력(앙페르 법칙)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체
추진력이 아닌 외부의 추진력으로 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응용 분야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2. 방과후 활동을 이용한 EXPERT(물리탐구동아리)반 운영
탐구학습을 통한 통한 융합능력향상

3.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운영 기간 : 2013. 3.2 ~ 2014. 2.28
- 적용 대상 : 1, 2학년, 599명
- 프로그램 운영 틀 : 탐구활동 - 산출물 제작 - 산출물대회 - 토론활동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M

E

A

외부의 추진력으로
운동하는 원리

전자소자의 특성

추진력 크기와
비행거리 관계

코일건제작하기
자체추진력과
외부추진력 비교

간단한 전자석
대포 꾸미기
(만들기)

4. 운영 프로그램

코일건 제작원리

STEAM

전자석대포 꾸미기

실제 코일건 모습

전자석 대포 만들기

상황 제시

모든 발사기기들은 자체 추진력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외부 추진력 발사기기를 제작한다.

창의적 설계

외부추진력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체공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설계를 해보자

감성적 체험

발사체의 자체 추진력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코일건의 상용화에 대해 알아보고 과학과 기술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의 효과
-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 소양과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2. 학생 소감
- 자기주도적 학습 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3. 교사 소감
- 교사의 전공을 고려한 과목별 연구 운영 분과를 조직하여 STEAM 수업과 과학적 체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
로써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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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과학/기술 및 예술교과에 대한 흥미도 및 이해도 증가함.
- 과학/기술 및 예술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 블로그나 카페등에 이미 코일건
및 레일건에 관한 내용이 잘 알려져 있었으나 학생들이 실제로 제작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회로도 복잡하고 전자소자의 특성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제작하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본교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제작지원
이 가능하여 제작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본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신
기술의 대한 홍보와 과학 기술에 대한 직업군에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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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자료(미래형과학교실)

[대구]

학남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누구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따뜻한 감성이 살아있는 미래형과학교실

활동내용
1. 미래형과학교실 구축
1) 창의창안실인 미래형과학교실: 강의 공간, 전시공간, Idea board, 북 카페 및 정보 검색대, 갤러리로 구성
- 쿠사마 야오이 등의 작품을 인테리어 반영하여 감성 자극
2) 미래형 과학교실 입구 휴게 및 전시공간 설치
3) 미니 공작 기계, 갤럭시 탭 등 각종 교구 및 기자재 도입

대표 STEAM 프로그램

압바의 항아리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의 운동과 에너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는 부분과 생활 속에서 학습한 지식과 연관 짓는 것을 힘들
어함
- 간단한 실험설계 능력 및 다양한 아이디어 구성 방법을 통하여 창의력 증진
- 기존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 스마트 교육을 접목 자신의 지식을 정리하고 적용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2. 학남중학교의 미래형과학교실 운영
1) 정규교육과정 속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운영
- 정규교육과정 속에 녹아 드는 수업을 위하여 블록 타임제 시간표 구성 후, 각 교과 단원 수업 후 바로 STEAM 수업을 적용하고
장시간의 프로젝트 형 수업은 영재학급, 스팀캠프, 동아리 등의 형태로 적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스마트 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의 통합, SMART IDEA Zone!
- 교육체제의 통합적 변화에 맞추어 교육내용의 융합인 STEAM 교육과 교육 환경의 통합인 스마트 교육을 접목하여 학생들이 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함
3) 다양한 STEAM 프로그램의 KIT화
- ㅌSTEAM 수업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하여 대표STEAM 프로그램을 KIT로 구성하여 준비물, 지
도안, 학습지 등을 원스톱 지원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E

A

상태변화와
열의 출입

에어멀티플라이어,
쿨맥스, 냉풍기

스마트 기기
활용 아이디어
그려보기

3. 풍성한 STEAM 활동 운영
강의공간, Idea board

STEAM

2.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 이후 소감
- 학부모 소감: 다양한 실험실습을 통해 흥미가 높은 것 같고 과학시간에 다른 교과를 같이 배
우는 것이 신선하다.(학부모 이미라)
- 학생 소감: 교실에서 하는 수업보다 더 재미있고 집중이 잘 되어서 좋아요. 매일 수업하고 싶
어요~(1학년 김나연)
- 교사 소감: STEAM 수업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학생들의
집중력도 높아진 듯 하여 수업에 맛이 난다.(미술과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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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토의 시간

초벌구이 자기컵 안에 물이 담겨 있다. 준비물은 부채와 키친 타올이 전부이다. 온도를 가장
많이 떨어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많이 온도를 떨어트린 팀이 오늘의 우승
이다.

창의적 설계

초벌구이 자기컵 속의 물의 온도를 최대한 많이 떨어트리기 위해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기
화열을 이용한 아이디어 제품을 구상하여 그릴 수 있다. 스마트 기기의 앱을 이용하여 다양
한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관련 실험을 설계해 볼 수 있다.

감성적 체험

과학지식을 기술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음을 느끼고 학문으로서의 과학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 후 설문결과
- 전체적으로 응답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 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수
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교실보다 좋은 환경
으로 인식한 교실적합도가 높게 나와 미래형과학교실의 수업을 학
생들이 즐거워함을 알 수 있었다. (대상: : 1학년 36명, 사업 완료
전이므로 표본 집단 조사)

다공성 컵 온도 낮추기
부채질도 열심히, 즐겁게~

상황 제시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전시공간, 북카페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다양한 체험 활동과 실험을 하여 너무 즐겁고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업
을 들을 수 있었어요.(1학년 황유진)

2. 학부모소감
미래형과학교실이 쾌적하고 특성화된 교실이라 학습 효율이 더 높은 것 같
다.(학부모 김미정)

3. 교사소감
학생들이 잠들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예뻐 보이고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니 활동의 질도 높아져 수업 교사로서 만족스럽다.(과학과 박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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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계산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미래형 과학교실의 도입과 융합인재교육 실행을 통한 창의적인재 양성

대표 STEAM 프로그램

新芽紙? 신나지!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활동내용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래 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원 및 식량자원의 문제를 학생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력과 식물의 성장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폐지를 활용해 새싹 종이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새싹 종이를 LED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활동
을 한다. LED 식물공장을 이용해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특정 파장의 빛을 인공적으로 비춰주어 촉성재배가 이뤄지도록 하고, 학
생들은 그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식물을 성장을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자원의 재활용,
식물의 생장,
종이의 섬유 관찰

전통 한지 만들기

폐품을 이용한
발명품 만들기

새싹종이 디자인하기

새싹의성장속도
측정하기

새싹종이 만들기

STEAM

종이죽 만들기

종이 뜨기

새싹종이 완성

상황 제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 숲이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종이
가 소비될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숲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를 재활용하여 새싹종이를 제작하
고, LED 식물공장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해 보자.

창의적 설계

폐지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모양의 새싹종이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빛의 파장을 조절하여 원하는 형태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감성적 체험

폐지를 이용해 만든 펄프를 이용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종이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새싹종이를 직접 키우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을 이해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4번 문항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에 대한 물음에 96%의 학생이 필요하다
고 대답하고 있어 잘은 모르지만 필요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번 문항의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과 16번 문항의 과학적 탐구 능
력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통이상의 응답이 97%와 95%로 나와
융합(STEAM) 수업 자료로 유의미한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집단으로 나뉘어 운영한 팀 활동이 크게 도움이 되어 팀별 모둠학습의 효
과가 증명되었다.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확인하는 마지막 18번 문항을
통해 보통이상의 응답이 98%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수
업 중심의 STEAM 수업 형태를 제공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학생
들은 프로젝트 수업 형태와 팀별 모둠 학습 모형을 통해 수업을 하게 되었
을 때 흥미와 교과의 성취기준을 이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자료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인적인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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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성여자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생각 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융합전용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

대표 STEAM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활동내용
1. 창의융합수업 기반구축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생성하고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융합(STEAM)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학생들의 주도적
이고 창의적인 융합활동 보장으로 문제해결력 신장
- 고등사고력을 키우는'끄집어내는 창의성 교육'의 구현.
- 학생의 특성에 맞는‘맞춤형 교육’제공으로 학교교육의 신뢰도 높임.
- 창의성이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 및 학부모의 의식변화 유도.
-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생각하는 수업’실시로 교사의 STEAM지도 역량강화.
- '나눔과 배려' 를 실천할 수 있는 인간 존중의 인성교육 실시.
- 효과적인 융합(STEAM)수업을 적용을 위한 one-stop 시스템 구축.
-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아주고 키워주는 융합(STEAM)교육 모델 구축.

조상들의 삶의 지혜로부터 교훈을 얻고, 탐구, 체험, 분석, 공작, 토의, 토론 등 다양한 융합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과학적 원
리를 밝혀내고 수학․기술•공학적 지식을 더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갖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워주
는데 있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전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2. 미래형과학교실 운영
-

전통도구인 '계영배'가 갖는
과학적 우수성 과 조상들의 삶의 지혜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융합형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26차시) 및 융합형 진로교육실시.
학생수요에 맞는 맞춤형 융합(STEAM)교육을 위한 3D프린터, MBL,탭, 공작도구 활용으로 융합인재 육성.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STEAM교사연구회 구성으로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20차시).
융합(STEAM)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STEAM 체험 동아리 운영 및 STEAM캠프,발표회, 성과물 전시, 체험부스운영.
융합(STEAM)수업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 교과 대상 협력 공개수업 실시로 자율연수 실시.
융합(STEAM)수업의 필요성 홍보를 위한 학부모 대상 체험/참관 공개수업 및 교사 STEAM 지도역량 강화 연수(30차시)실시.
과학의 기본 원리와 개념형성을 위한 과학보정반 학생 대상 수준별 맞춤형 융합(STEAM)

S

T

E

A

M

계영배가 갖는 과학적
원리(사이펀)/
과학적 현상 입증

전통 도구의
구조와 작동의
원리 및 활용

전통도구의
제작기술

도덕적 가치와 기준
과거의 삶 이해
모형제작의 예술적
표현/나눔과 배려

측정결과 분석
및 예측/수치해석
모형설계

문제인식 및 과정설계

STEAM

상황 제시

학습 준거 틀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운영결과
1. 융합(STEAM)수업활동 적용 전/후 설문결과
-

문제를 해결하는데 융합수업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융합(STEAM)수업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
융합수업을 흥미를 갖고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수업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목표가 생겼다.
모둠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협동하였다.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나눔의 즐거움을 알았다.
다양한 정보의 필요와 활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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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전통
우리
전통

문제해결 탐구활동

도구인 계영배가
도구인 계영배에
조상들은 어떻게
도구를 현재에도

계영배 모형제작

결론도출/모둠 발표

과거에 왜 필요했을까?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이러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생각을 하였을까?
이용할 수 있을까? 있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 계영배가 자지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입증하기 위한 탐구과정을 설계해보자.
- 계영배의 기능과 구조 및 제조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계영배에 들어있는 과학원리를 간이 계영배 제작을 통해 밝혀보자.
- 계영배기 가지고 있는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밝혀보자.
- 계영배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자격루의 복원방법을 제시해보자
- 다양한 과학적 원리와 조상들의 지혜를 알고 보존과 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 계영배와 같은 전통 도구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
하여 설계도를 제시해보고 자격루 모형을 제작해 보자.
- 탐구결과를 정리하고 발표와 전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등을 얻을 수 있다.
- 계영배를 통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바로잡는 실천 항목을 한가지씩
정하여 다짐을 해보고 그 내용을 발표해보자.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2. 융합(STEAM)수업활동 수업 전후 학생과 교사의변화
- 교사 :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고 적극 참여 하고 다양한
수업활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지도가 가능.
- 학생 :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 즐겁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
- 학부모: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창의적인 활동
을 할 수 있어 좋다.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을 즐기고 행복해 함.
•준비된 쾌적하고 아늑한 허용된 환경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통해 얻은 성취감으로 자신감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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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우림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함께 배우고 꿈꾸는 우림중학교 미래과학교실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이산화탄소야! 나하고 놀자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이산화탄소가 우리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고 성질을 조사하여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음료를 개발한다.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A

M

이산화탄소의 산성도, 상태
변화에 부피변화,기체의 용
해도

산성도,부피변화,
용해도 실험설계

음료의 개발
광고포스터 제작

온도와 압력에 따른
용해도 계산

상황 제시

이산화탄소가 우리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본다.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조사한다.

창의적 설계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이용하여 레몬에이드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고 나만의 음료를 설계
한다.

감성적 체험

나만의 음료에 대한 광고포스터를 제작한다.
나만의 음료를 만들어본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1.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의 효과
실생활과 연계된 노작 중심의 STEAM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크게 증
가되었고, 융합과학에 대한 이해, 문제해결능력이 증가하였다.

2.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학생 소감)
- STEAM 수업은 이해도 잘되고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라 기억이 남으며, 스스
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니까 마음이 뿌듯해져요…… (2학년 장한별)
- 전자기타 만드는 거 넘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압전 스피커와 낚시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니.. 너무 재미있어요. 아빠가 스피커를 선물해주셔서 집에서도
가지고 놀아요 (1학년 김현수)
- 과학캠프 또 가고 싶어요..(STEAM동아리)

3.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교사 소감)
- 준비과정 시간이 많이 들지만 아이들이 수업을 기다리는 걸 보면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과학조교샘 지원해주요!!
- 학생들이 노작활동을 통해 과학지식이 실생활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갖는 기쁨을 지켜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 업무 줄이고 수업만 열심히 한다면.과학교사로써 자신감이 생기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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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교과, 동아리, 창체 활동중심 STEAM교육

활동내용
•미래형과학교실 구축
기존과학실과 일반교실을 통합해 공간을 확보하고, 창의·융합공간 꾸며 미래형과학교실을 구축하였음.

대표 STEAM 프로그램

자연보호 캠페인 T셔츠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광합성 단원에서 식물의 광합성 산물을 배우고 이를 이용해 모든 생물들이 살아감을 이해한다. 식물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연보호의식을 키우자.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교과 내 STEAM교육
"힘을 이용한 투석기 만들기”(4H), “자연보호 캠페인 T셔츠 제작”(5H), “지역과 연계한 발명교육”(1H), “소화기관을 표현해
보자”(2H)

•STEAM 과학동아리 활동
주제 : 과학상자를 활용한 모형 F1 R/C 자동차 제작과 경주
대상/ 시간 : 23명 / 2,4주차 토요일(80H), 방학 중(33H)
활동
과학상자로 조향장치와 동력장치 개발하고, F1자동차
바디 디자인, 도면, 프라판 재단, 도색을 통해 바디 완성.
광양중 모형 F1그랑프리 개최.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E

A

A

M

식물의 광합성

캠페인
계획하기

T셔츠 디자인
및 제작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

T셔츠 판매
가격 책정하기

* 과학/공학교육 프로그램인“F1inschool”에 참가하여 1/20크기의
F1모형자동차를 제작하고,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및 현대 삼호중공업 견학함.

•창의적 체험활동 STEAM교육

T셔츠 디자인 토의

캠페인 T셔츠 제작

캠페인 T셔츠 완성

순천정원박람회 홍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소형풍력발전기 만들기(12H, 44명)

•과학의 날 행사 STEAM과 만남
느리게~느리게~가장 느린 구조물 만들기(3H, 54명)

STEAM

상황 제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과 식수 오염, 여수 산업단지의 유독가스 누출 사고 등
사례를 제시하며 심각성을 느낀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 자연
이 파괴되어 생태계가 혼란이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옴을 이해한다.

창의적 설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페브릭마카를 이용해 면티에
자연보호 이미지와 메시지를 담은 "나만의 캠페인 T셔츠" 를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나만의 자연보호 캠페인 T셔츠" 상품 설명회를 통해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해 봄으로써 경제
적 가치 확인해 본다.
자연보호 T셔츠를 입고 한 달간 캠페인, 활동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학교 홈페이지
에 탑재해 성취감과 자연보호의식을 키운다.

학습 준거 틀

•방과후 STEAM교육
우리들의 전광판 만들기, 재미있는 과학놀이(40H, 24명)

운영결과
• STEAM수업의 효과
- 수업이 활기가 넘치고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 STEAM수업 이후 학생과 교사의 변화
- 학생 :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화되었음. 새로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는 적극성과 열정이 생겼다.
- 교사 : 흥미 없는 학생들이 STEAM수업시간 활기찬 모습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 라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
일때 보상을 받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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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학생과 교사의 변화
- 학생 : 문제 접근 방법이 다양화되었고, 적극성과 열정이 생겼다.
- 교사 : 수업에 흥미 없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

STEAM수업의 효과
-활기가 넘치고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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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흥중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과학실 연계 개방형 미래형 과학교실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무한 반사의 매력에 빠져봅시다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휴게소 화장실에서와 같이 마주 보고 설치된 거울이 있는 곳에서의 무한 반사 현상로 자신의 모습에 놀라는 현상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

[학교급/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M

E

A

무한반사
반사의법칙

전선 배치
배터리 연결

조명위치
어림하기

무한반사대
공학적 설계

LED
조명
비추기

무한 반사

STEAM

원리 알기

LED 활용 제작

LED 조명비추기

상황 제시

휴계소 화장실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이는 모습, 요술 거울방에서의 무한반사.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창의적 설계

평면거울을 이용한 무한 반사의 원리를 알고, 무한 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무한 반사대를 창
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감성적 체험

밝음과 어두움
어두운 환경에서의 무한 반사로 색다른 경험을 통해 빛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창작의 기쁨
을 표현하게 한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깨끗하게 꾸며진 환경에서의 다양한 과학활동으로 미래형과학교실에 오
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즐거워하고 재미 있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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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ejong SMART STEAM

활동내용
미래형과학교실 구축 : 2012년 9월 1층 SMART Co-learning Lab 완공
미래형과학교실을 활용한 STEAM 교육
Sejong SMART STEAM : 본교에서 개발한 SMART STEAM Cubic 모형을 기반으로 한 Steam 교육방식으로, 수학,과학교과를
중심으로 기술,공학과 예술 영역의 요소가 융합된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래형과학교실 스마트 기기, IT-ware를 활용함

융합형 교과모듈화 교수학습 개발
교과모듈화 교수학습 :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이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교수학습을 모듈화하는 팀티칭으로,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경험을 제공함

대표 STEAM 프로그램

'롤러코스터'를 중심으로 한 교과모듈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롤러코스터’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 수업에서 팀티칭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
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 세종랜드의 마스코트! 짜릿한 롤러코스터 설계, 제작하기 (물리)
- 신경계의 기능을 바탕으로 롤러코스터 광고 Glogster 만들기 (생명과학)
- Garage Band를 이용한 롤러코스터 배경음 제작 (예술)
- 3D프린터를 이용한 연료절약형 롤러코스터 차량 본넷 디자인 (물리)
- Molecules를 이용한 3차원 분자 기하구조 탐색 (화학)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M

T

E

A

롤러코스터의 역학,
롤러코스터 탑승시 신
체의 변화 및 호르몬
의 분자 구조

롤러코스터
설계하기

iPad App과 3D프린
터를 이용하여 표현하
기 (Aircoaster 시뮬레이

Knex 이용한
롤러코스터 조립,
제작하기

롤러코스터
배경음악,
광고 만들기

션/ Glogster 멀티미디어 포
스터/ Garage band 작곡/
Molecules 3차원 분자구조)

SMART STEAM 연합동아리 교육 프로그램

롤러코스터 설계
&시뮬레이션

'로봇’을 중심주제로, 다양한 성격의 동아리(영화반, 화학연구반, 정보동아리)가 연합하여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각 동아리
의 성격에 맞는 활동을 수행함

STEAM
운영결과

상황 제시

학습 준거 틀

롤러코스터 제작

롤러코스터
배경음악 작곡하기

롤러코스터 광고
Glogster발표

세종랜드의 마스코트가 될 짜릿한 롤러코스터를 설계∙제작하는 프로젝트의 팀원이 되었다. 롤러코스터
의 역학적 원리와 탑승할 때의 신체적 변화, 분비되는 호르몬 등을 고려하여 스릴 있는 롤러코스터를 구
상해보자.

창의적 설계

1.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의 효과

설계를 바탕으로 조립교구를 이용해 실제 모형으로 제작한다. 롤러코스터 차량의 본넷이 어떤 형태일

- SMART STEAM 수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설문(4월)과 사후설문(9월) 실시
- 과학 정의적 영역과 융합인재교육 인식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 과학에 대한 학생의 호기심, 자신감과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학생의 요구와 효용성을 높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사후설문의 SMART STEAM 수업 평가 영역에서 SMART STEAM수업이 기존 교수학습
보다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함

2.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학생 소감 정리)
①
②
③
④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창의성 신장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경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 인식
IT-ware의 활용과 시간 부족의 어려움

3.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교사 소감 정리)
①
②
③
④

STEAM교육에 대한 인식 향상
스마트기기 및 IT-ware의 활용과 시간 부족의 어려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융합인재교육의 한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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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한 롤러코스터를 Aircoaster App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으로 실행하보고, 실제 사이즈로 설계한다.
때 연료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지 3D프린터로 출력 후 실험을 통해 확인해본다.

감성적 체험

구상한 롤러코스터를 실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둠원과의 협동심을 키운다. 롤러코스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Garage band App을 이용해 작곡하여 탑승시 느끼는 스릴감을 고조시킨다. 멀티미디어 포
스터(Glogster)를 제작하여 롤러코스터를 홍보해보면서 작품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 사물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롤러코스터에는 정말로 다양한 요소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것을 실제
로 만들어보고 수정해가면서 재미를 느꼈다. 실제 공학을 하듯이 만들면서 여러가지를 조정해나갔던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 롤러코스터에 어
울리는 배경음악과 멀티미디어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 신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제작한 롤러코스터가 제대로 움직였을 때 많은 시간 동안 노력했던 것
에 대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팀원과의 조율을 통해 인간관계를 배웠다.
- Aircoaster 앱을 사용하여 직접 설계해보고 스릴 요소를 물리적, 생물적으로 분석해보면서 너무 재밌었다. 물리적인 분석을 하면서 평소에
문제 푸는 데에만 썼던 물리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어떻게 하면 가장 스릴 값을 크게 하는 롤러코스터를 만
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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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명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형 과학교실

활동내용
1. 교육과정 - 융합인재교육(STEAM) 편성 및 운영

대표 STEAM 프로그램

새로운 기능의 휴대전화를 디자인하라 - 전자기파의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전자기파를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마 가장 친근한 전자기파는 사람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 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나 컴퓨터 무선랜에서 사용하는 전파도 있다.
- 전자기파의 종류와 발생 원리를 알고 LC회로를 사용하여 전자기파 발생과 수신 과정을 알아본다. 또한 전자기파(극초단파)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원리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휴대전화의 새로운 기능을 디자인 해보는 활동을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M

A

전자기파
(전자기파 종류)

LC회로
(전자기파 발생)

휴대전화
(전자기파 사용)

삼각함수
(전자기파 간섭)

새로운 기능의 휴대
전화 디자인

2. STEAM동아리 활동 및 발표대회

전자기 유도

STEAM

수학 프로그램을
활용한 삼각함수 연산

새로운 기능의
휴대전화 디자인

활동 결과물

상황 제시

지금 여러분들은 국내 최고의 전자회사인 S사 휴대전화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다.
새롭게 출시될 휴대전화의 모양과 새로운 기능을 디자인 하라.

창의적 설계

휴대전화를 디자인 하면서 새로운 기능에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시켜 창의적으로 설계한다.

감성적 체험

새로운 휴대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원들과 공유하면서 실제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간접 체험을 한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미래형 과학교실 만족도 조사 결과 ( 대상 : 2학년 과학 중점반 학생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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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소녀, 과학 愛 물들다'

활동내용
1. 미래형 과학 구축 현황

대표 STEAM 프로그램

태양계 행성연구소 물품보급대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낯설게만 느껴지는 광활한 우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레고 마인드스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로봇우주선 태
양계 행성탐사루트지도 제작을 통한 융합적 과제 해결능력을 함양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탈출속도 관련 요소

로봇 프로그래밍

로봇제작 탐사선 구상

탐사지도 그리기

탈출속도 계산

태블릿PC 이용한
탈출속도수업

STEAM

로봇 프로그래밍

로봇 경주하기

탐사지도 그리기

상황 제시

인간의 우주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각 행성마다 행성연구소를 짓게 되었다. 그 행성에서
나오는 자원으로는 행성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자급자족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태양계 행성
물품보급대가 되어 지구에서 출발하여 각각의 행성들의 물품을 보급할 수 있는 동선을 최소
화하는 방식으로 물품보급지도를 제작해본다.

창의적 설계

물품보급지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3가지 문제를 감안하여 창의적으로 프로그래밍화해야
한다. 첫번째는 각 행성들의 중력장이고, 두번째는 지구형행성과 목성형행성의 사이에 무수
히 많은 소행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양열이다.

감성적 체험

본 수업을 통해 목적달성의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실 실패라는 것
은 별것이 아니고 단지 성공에 가까이 가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라는 실패에 대한 호의적 태
도를 기르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 탈출속도에 대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로봇을 이용한 수업을 통해 더
재미있게 배운 거 같아요.(학생 박우진)
- 이번 수업을 통해 로봇과 태양계등 여러 원리에 대해 배우면서 물리
학자의 꿈을 더 키우게 되었어요.(학생 조정민)

2. 학부모소감
- STEAM에 대해 집에 와이야기 하며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좋
은 수업이 더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3. 교사소감
- 학생 스스로 상황에 따른 해결 방법을 찾아가며 수업에 참여도와 흥
미가 높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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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신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형 탐구 수업 프로그램 개발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색의 기능과 역할, 모둠원의 적성과 특기를 활용한 소외된 대상을 위한 선물 디자인
- 빛과 색의 관계를 이해하고 색의 기능과 역할 찾기
- 소외된 대상을 찾아 창의적인 선물 디자인 활동을 통해 배려와 소통을 배움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빛과 색의 관계 이해
-색의 기능과
역할 탐색

-디자인의
기능성을 살려
설계 및 제작하기

-선물 디자인의
모델링

-소외된 90%의 대상
찾기
-모둠원의 마음이
담긴 선물 디자인활동

-디자인의 도형
설계 및 제작하기

빛과 색의 이해 및
색의 기능과 역할 탐색

STEAM

소외된 대상 찾기 및
소외된 대상을 위한
선물 디자인

선물디자인 모델링

모둠별 선물 디자인
프리젠테이션

상황 제시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이란 10%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90%의 대상을
찾고 그들을 위한 색의 기능과 역할을 활용하여 선물 디자인을 한다.

창의적 설계

모둠원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소외된 대상을 위한 모둠원의 마음이 담긴 선물 디자인을 계획
하고 표현한다.

감성적 체험

모둠별 디자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우리 주위의 소외된 대상에 공감하고 모둠원들의 특기
를 살린 선물 디자인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미래형 과학교실 운영 설문 조사
미래형 과학교실 물리적 기반 및 프로그램 만족도
1. STEAM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실험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 관심도의 증가
에 기여한다.
2. STEAM활동을 통해 학습에 대한 창의적인 능력을 계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
로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3.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활동은 자기 주도적 탐구 능
력 신장과 태도 함양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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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교사소감
이번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살려 소외된 대상을 위한 마
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된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고 내가 아닌 우
리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
과 마음을 표현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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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강남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울산강남고등학교 STEAM Cafe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매일 태양을 보자! 태양필터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태양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자 그 표면의 특징과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이다.  본 수업에서는 태양
필터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태양필터를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제작 및 활용하고자 한다.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 및 운영
(1) 본교 미래형 과학교실 현황(구축 전)
- 본교 미래형 과학교실은 1실 규모의 미래형 과학교실과 0.5실 규모의 융
합동아리실로 구성
- 융합 동아리실(Cluster zone)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짐
- 원래 좁은 공간에 전시공간 및 물품을 넣어둘 수 있는 수납장과 대형 테
이블 및 의자로 채워져 있어 소수의 인원만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어버림
(2) 융합동아리실 과학 Café 스타일로 구축
- 융합 동아리실(Cluster zone) 바닥을 좌식형으로, 카페와 같은 자연스럽고 아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계단형 원목 스탠드 등)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A

E

T

M

태양의 특징과 관측도
구의 이해

나만의 아름답고
실용적인 태양필터
제작을 위한 디자인

나만의
태양필터
만들기

나만의
태양필터
만들기

나만의
태양필터
설계하기

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탐구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학생 쉼터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축

태양관련 학습활동

STEAM

(3) STEAM 프로그램 개발 사례

태양필터 설계 및 제작

제작 방법 발표 및 전시

필터를 이용한 태양 관측

상황 제시

일식 날 교내태양관측행사 등을 통해 직접 태양을 관측한 경험(일식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
야기 나눈다. 그 과정에서 태양관측위성이나 태양망원경이 아니더라도 간단히 태양필터를
제작하여 태양을 관측할 수 있음을 학생들 간에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끌어 낸다.

창의적 설계

각자 사용목적에 맞는 태양필터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한다.(학생)
용도(제작동기), 크기, 모양 등을 글과 대략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기
제작 상 유의점을 숙지하고 미리 그린 설계도에 따라 태양필터를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각자 만든 태양필터를 이용하여 태양을 관찰한 후 제작 방법, 관측 및 스케치 결과를 발표하
고 간단한 전시회를 가지고 서로의 산출물을 칭찬함으로서 나만의 작품에 대한 애착심이나
열정을 심어준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 융합 동아리실을 좌식 Café 스타일로 구축하고, 태블릿
PC 및 교실 내 Wi-fi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자유롭고 재미있는
STEAM 활동을 지원
- 다양한 STEAM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창의적 설계 및 문제 해결력
을 배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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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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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북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확장형 열린 공간' 활용을 통한 STEAM교육

활동내용

진자의 주기 측정을 통한 중력가속도 측정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아두이노와 프로그래밍을 통한 주기 측정의 정확성 및 실험 장치 제작 능력 함양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
- 열린 공간의 구성으로 교과간 융합뿐만 아니라 수업장면의 다양성이 가능
[융합교육을 위한 공간확장]

대표 STEAM 프로그램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소그룹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중력가속도
단진자 운동

C 프로그래밍
컴퓨터 사용

아두이노
활용하기

실험장치의
조화로운 구성

중력가속도의
수학적 계산

- 스마트기기의 구축 : 갤럭시 노트 10.1 활용 및 무선 AP구

STEAM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초청강의
- 융합인재교육의 이해와 적용 : 경북대 이효녕교수(2013.06.18)
- 고등학교에서의 융합인재교육 : 단국대 한혜숙교수(2013.10.22)_ 전과목의 학영재 맞춤형 STEAM 프로그램개발 연구수업진행
조별 토론

프로그래밍

측정하기

측정결과 설명

전과목의 과학영재 맞춤형 STEAM 프로그램개발 연구수업진행

STEAM

상황 제시

기존의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차요인들을 아두이노와 프로그래밍의 과정을 통
해서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장치를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창의적 설계

단진자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실험 장치를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을
통해 센서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래밍 작성 능력을 함양한다.

감성적 체험

프로그래밍을 통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직접 만든 실험 장치에
대한 자신감과, 측정결과에 대한 오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준거 틀

학생중심의 융합 STEAM R&E연구과제 수행 지원-소그룹실 활동
- [수학+의학+정보+그래픽] 인간의 성장과 노화에 다른 망막혈관의 프랙탈 차원분석
동아리지원-로봇동아리 [물리+정보} 로봇을 이용한 물리 문제해결

운영결과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의 효과(응답자:40명)
- 미래형과학교실 활용도 만족 83%,
- 미래형과학교실의 더 많은 활용희망 85%
- STEAM수업 만족도 81%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1. 학생소감
- 과학의 언어인 C언어와 수학을 통해 과학 자료의 처리에 어떻게 적용
이 될 수 있는 체험하게 되었고, 아두노이를 직접 조작하는 활동이 무
척 재미있어 즐거운 수업이었다. (학생1)
- 측정결과를 논의할 때 미래형 과학교실의 탁 트인 열린 공간에서 마
음껏 의견을 나눌 수 있던 점이 좋았다. (학생2)

- (학생 소감 : 기존 수업방식과는 다르게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사용으로 인해 참여도가 높고 이해가 빠르며 재
미있다.)

미래형 과학교실 활용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
- (교사 소감 : 실제적인 문제해결이나 응용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며 학생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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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창의성을 기르는 미래형 과학교실

활동내용
STEAM 프로그램 개발 <<지질시대 UCC 제작>>

대표 STEAM 프로그램

지질시대 속으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다소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지질시대를 재미있게 접근
- 지질시대에 관해 과학적, 예술적, 기술적, 공학적으로 접근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10학급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학습 준거 틀

S

T

E

A

M

지질시대

카메라 기술

영상 편집 능력

연기, 춤, 노래 등
영상 연출 능력

텍스트

상황 제시

다소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지질시대를 소재로 학생들이 UCC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창의적 설계

학생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UCC 제작 형식은 자유롭게 하였다.
또한 내용 구성과 연출, 편집과정도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성적 체험

모듬을 이루어 UCC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학생들 서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운영결과
<<교사 소감>>
UCC를 제작하면서 아이들이 편집기술이 향상된 것 같았으며 결과물을 보니 아이들의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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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가 크는 교실

활동내용
1. 창의 인성 활동에 활용
-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글쓰기 활동시 활용
- 원서(영어)번역, 토론, 수필등 매일 글쓰기 수업에 활용함.

대표 STEAM 프로그램

재활용품을 활용한 비전력 냉장고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기술, 지구과학 교육과정 내 차시 대체형으로 전기절약 및 재활용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과학, 기술을 융합하여 실생활에서 활용
이 가능한 물건을 개발하는 창의력 신장에 목적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2학년

2. STEAM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수학, 과학교사 위주로 1교사 1STEAM프로그램 개발
- 차시대체형 STEAM 프로그램 개발

3. 동아리, 방과후 활동사례
- 과학 심화 동아리 탐구활동
- 발명 동아리 탐구활동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지구온난화
지구열수지
열용량

기술혁신과
발명창의
공학설계

비전력
에너지

실용성
심미성

부피계산
열용량 계산
크기 계산

4. 축제 및 발표회 사례
- 한-유네스코 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단에 미래형 과학교실소개
- 2012, 2013 사름과학축제 운영

5. 교육과정운영
- 2013년 1학년 대상으로 48단위중 15시간의 수업을 편성하여 진행
- 2013년 충북과학고 부설 영재교육원 수업 중 10시간 운영

STEAM
학습 준거 틀

상황 제시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온난화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신문기사 및 영상을 통해 제시

창의적 설계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장치(예시:재활용품을 이용한 비전력 냉장고)를
개발하여 보자

감성적 체험

각 조별로 재활용품을 이용한 냉장고를 설계한 원리를 발표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냉장고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계획을 발표하여 신뢰도를 평가 받음

운영결과
학생들 창의력 및 탐구력 신장
- 전국과학전람회 특상, 우수상 수상
- 전국발명품 경진대회 은상 2개 수상
- 화학탐구프런티어 금상, 은상 및 최우수 학교상 수상

충북과학고 2학년 3반 김승섭(DGIST 입학예정)
-"2012년 부터 만들어진 미래형 과학교실에서 융합교육을 받은 것이 저의 사고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과학기
술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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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과학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STEAM Hub로서의 미래형
과학교실을 활용한 창의 융합형 글로벌 과학리더 육성

활동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반사 경로의 비밀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행동의 자극 전달 속도를 비교하여 무조건 반사와 생물의 생존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 물리 법칙 및 MBL 장비를 활용한 창의적 실험 설계 및 창의적 사고력 함양
- 실험 설계 및 결과 발표용 포스터 제작 및 발표를 통한 과학적, 예술적인 접근 시도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TEAM

S

T

E

A

M

무조건 반사와,
조건반사의 경로,
자극의 반응 속도
실험 설계

심전도/가속도
센서의 적절한
활용

MBL 장비
조작

실험과정
및 포스터
제작 발표

가속도와
전위 그래프의 변화
순간의 시간
차이를 이용한
반응 속도 측정

상황 제시

학생의 일상을 기록한 사고 실험지를 분석해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 행동과 무의식적 행동
이 함께 일어남 알게 한다. 일상 속 경험과 자극의 전달 경로 학습을 통해 무의식적 행동이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반사의 반응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던진
다.

창의적 설계

심전도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연결한 후 근육에 자극을 주어 근육의 전위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이용하여 자극의 반응 속도를 계산 할 수 있음을 인지 하고 창의적 실험 설계
를 해본다.

감성적 체험

근육의 전위 변화를 이용해 다양한 자극의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활용하여 실험수행
후 포스터를 제작한다. 노벨상 수상자가 된 기분으로 자신의 포스터를 활용해 창의적 실험
설계 및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자신감을 고취시킨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438 | 2013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중등

Part 4 성과자료 미래형과학교실 |

439

[전남]

해남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미래형과학교실을 활용한 STEAM수업자료 개발 및 적용

활동내용
1. 우리고장 두륜산식생조사 및 해남지역 갯벌생태계 생태지도자료 제작하기
- 목적 : 우리고장의 자연생태, 문화자료를 토대로 두륜산에 서식하는 식물상을 조사하고, 해남지역의 갯벌생태계에 서식하는 생
물들을 조사하여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진촬영 후 식물과 동물도감을 제작하고 표본을 제작하여 학습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 과정 : 생태동아리반(12명)을 조직하여 계절별로 두륜산 식생조사, 해남지역 갯벌조간대를 4곳을 선정하여 상조선, 중조선, 하조
선을 구분하여 단위 면적당 식생조사는 10m*10m , 50cm*50cm 내에 서식하는 생물 종과 분포수를 조사한다.

대표 STEAM 프로그램

우리고장 두륜산식생조사
및 해남지역 갯벌생태계 생태지도 자료 제작하기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학생의 우리고장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활용한 수업자료를 제작하고 식물과 동물표본을 제작하여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학생
들의 과학적 사고력 신장과 애향심을 키우고자 한다.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생태탐사동아리 12명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생태계구조
-생물의 다양성

-식생조사법
-갯벌조사법

-식물표본제작
-동물표본제작

-식물사진촬영
-동물사진촬영

-단위면적당
식물/동물
분포수 분석

2. STEAM 동아리의 과학축전, 교육기부활동
- 목적 : STEAM 과학동아리활동을 통해 인근중학교학생 및 고1년생을 대상으로 과학축전을 실시하고 인근 중학교를 방문하여 과
학탐구활동을 도와 과학적 흥미의 증대와 학교홍보 효과를 가진다.
- 과정 : STEAM 과학동아리원을 중심으로 교과서 외적 실험활동으로 고1년 전체와 인근중학교 초청, 인근 중학교(3곳)를 방문하
여 교육기부활동을 하였다.

STEAM

상황 제시

생태계의 종류와 구조를 이해하고 숲생태계와 갯벌생태계의 구조를 파악한다. 우리고장 두
륜산에 서식하는 대표식물이 무엇이고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이 무엇이 있는지 발문한다.

창의적 설계

숲의 구조와 갯벌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사 및 탐사방법을 토의 통해 결정하고 조사지점을 설
정한다. 표본제작 방법을 강구한다.

감성적 체험

식물과 동물을 계절별로 사진촬영을 하여 우리고장 대표 생물을 확인하고, 자연자원의 소중
함을 이해하고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준다.

학습 준거 틀

운영결과
STEAM 수업의 효과(12명대상) - STEAM 수업 이후 학생의 변화
- 생물학적 수업을 통한 이론뿐만 아니라 직접 동식물을 채집하는 경험을 통해 생명과
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단순히 채집하지 않고 도감을 제작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심화 과정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게 됨. 과학축전활동을 통해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STEAM 수업 이후 교사의 변화
- 교과서 외적 소재를 중심으로 탐구활동을 실시하면서 우리고장의 자연자원과 문화
자원을 소재로 STEAM 수업안 작성, 직접 야외조사를 통해 숲생태계과 갯벌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생생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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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생태탐사동아리반(12명)을 위주로 먼저 활동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신장과 우리고장 자연자원의 조사
와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애향심을 기르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학생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물에 대한 세
심한 관찰력과 생물의 외경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더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향후 확대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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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금남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지역과 연계된 STEAM 프로그램 운영

활동내용
1. 활동개요
본교는 융합인재교육시범학교(2011.9-2012.2), STEAM 리드스쿨(2012.3-2013.2)과 미래형과학교실(2012.3-2015.2) 운영학교이다.
섬진강 하류 기수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본교는 2011년 하동화력으로부터 20억을 지원 받아 지난 3월 기숙사를 준공하였고,
매년 약 3.5억원의 육영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하동화력과 섬진강으로부터 배우는 STEAM교육>을 주
제로 지역과 연계된 Unique한 STE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첫째, 신·재생에 너지 발전(풍력/수력) 모델 개발 ☞ 하동화력에서 배우는 STEAM 교육
- 둘째, 섬진강 기수지역 염수 오염 실태 모니터링 및 섬진강 탐사 ☞ 섬진강에서 배우는 STEAM 교육
- 셋째, Fermi problem을 통한 과학적 사고 프로세스 함양 ☞ 과학자로부터 배우는 STEAM 교육

2. 주요 활동 내용
가. 미래형과학교실-융합과학실 탄생
-기본 컨셉: Hanging Out(HO)-Messing Around(MA)-Geeking Out(GO)
-효율적, 개방적, 기능적인 STEAM 공간 구축
-가사실, 공작실, 토론실 등 다양화 된 융합과학실 구축
-공간 집약적, 확장적 인테리어: 3면에 가변성 추구
나. 자전거 Hub-dynamo로 수력발전을!
- 하동화력에서 발전소 이해교육과 직업체험도 하고 수차를
디자인하여 자르고, 갈고, 구멍 내어 조립
정류기, 출력장치 제작: LED 조명등, 정류기 등
다. 섬진강 기수지역 염수 오염 실태 조사
- 섬진강 기수지역 염수 오염 실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재첩 대신 벚굴이 많이 생산되는 생태환경 변화 조사
- Remotely Operated Vehicle(ROV) 조작 실습
- 섬진강 카약 탐사 및 해양과학자 초청 강연
라. 페르미 추정문제를 통한 과학적 사고력 함양
- 하동군내에는 구두가 모두 몇 켤레나 있을까? 외 다수
- 페르미 추정 절차(사례)
(『現役東大生が書いた地頭を鍛えるフェルミ推定ノート』에서 발췌)
(전제 확인: 정의, 범위 한정→Approach 설정: 계산식→
모델화: segment 분석, 신뢰도 향상→계산 실행:스피드
와 정확성, 개산(槪算)하기→현실성 검증)

운영결과
1. 하동화력발전소 이해교육과 발전소 직업체험을 통해 알게 된 발전 원리를 응용, 자전거 허
브 다이나모를 이용, 수력발전기를 제작했다. 향후 좀 더 효율적인 수력/풍력 발전기의 제
작에 도전한다.
2. 섬진강 기수지역 환경(염분농도 등)변화를 자동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개발, 설치로 지속적
인 관측을 통해 섬진강 하류 염수오염 실태 조사.
3. 세계적인 조간대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섬진강 기수지역 탐사를 통해 기수지역 특유의 침
식과 퇴적작용의 특성과 생태·환경 변화 조사.
4. 페르미 추정 문제 도전을 통해 논리적⦁가설적 사고, 모델화, 정량화 등 사고 프로세스 습득
으로 교과 융합적인 문제해결력 육성.
5. 과학반 활동 활성화로 2013 .경남학생과학동아리 발표대회 동상 수상.
6. 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로 2013. 전국과학전람회 교원부 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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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STEAM 프로그램

하동군내에는 구두가 모두 몇 켤레나 있을까?
페르미 추정과 과학과 예술과의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Film English+STEAM: 단편영화 My Shoes의 한 장면 제시, 그 전·후 스토리전개 상상/표현해 보기(생각 나누기-시나리오
쓰기-여섯 조각 그림 그리기- Role play)를 통해 시나리오 작성, 영어 발표 능력, 예술적 표현능력 등 함양
- 페르미 추정: 논리적·가설적 사고, 모델화, 정량화 등 사고 프로세스 습득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A

S

T

M

단편영화 감상
시나리오 작가
화가(여섯 조각 그림)
연기자(역할극) 체험

구두 구조/재질
조사(합성수지)
논리적/가설적 사고, 모델
화, 정량화 훈련

고분자 소재와
신물질 탄생
(합성수지 제조 공정)

페르미 추정
계산식 세우기
Segment 분석
개산(槪算)하기

<CD> 시나리오 작가/화가

<ET> Role play(연기자)

<Co> My Shoes 장면 소개

STEAM

<Co/CD/ET> Fermi 문제
도전

상황 제시

1. 페르미 추정 문제의 주제인‘구두’를 주제로 한 단편영화‘My Shoes’의 한 장면(혹
은 일부 영상)을 제시 하고 그 전후의 스토리를 상상하여‘여섯 조각 그림’과‘시나리
오(영문)’를 완성하고‘역할극’(시간 형편에 따라 실시함)으로 표현하도록 지시한다.
2. 황당한 Fermi problem : 하동군내에 구두가 모두 몇 켤레나 있을까? (제한 시간: 5분)

창의적 설계

1. 학습자는 각자 창의적인 발상으로 영화 스토리를 그림, 문장, 연극으로 창작하고/발표/
(역할극)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각자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해 본다.
2. 하동에 구두가 모두 몇 켤레? 라는 황당한 질문에 답하려면 많은 독창적 발상이 필요하
다. 즉,구두를 정의,계산식을 정하고 segment 분석과 신속 정확한 개산(槪算)능력을 육성

감성적 체험

1. 단편영화'My Shoes' 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단편영화의 감동과 매력을 체험한다.
2. 작가, 화가, 연기자로서 체험을 통해 예술적 창작 작업에 참여한 보람을 느낀다.
3. 아무리 황당한 페르미 추정 문제라도 나름 논리적이고 참신한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 열정을 심어준다.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하동지역 꼴찌 학교의 역전: 이젠 가고 싶은 학교로 변했어요!
- 최근 3년간 신입생의 양적·질적 변화(x축: 중학교 내신성적) ☞
(정원: 90명, 2011년 신입생:66명, 2012년: 84명, 2013년: 88명)
- 하동화력육영사업비 지원 급증: 최근 3년간 약30억(기숙사 증축비 20억)
- 과학반 활동 활성화: 2013년 경남과학동아리 발표대회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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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기고등학교
활동내용 및 운영결과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STEAM 교육(제주-대기고)

활동내용
미디어 활용 STEAM : 3D 플로팅 홀로그램 영상, 투과형 홀로그램제작, 스크래치를 이용한 홀로그램
세부사항
3D 플로팅 홀로그램 영상
- 1학년 대상 교육 및 실습
- 홀로그램 영상 공모대회실시 (우수작 홈페이지 탑재)
스크래치 홀로그램 제작
- 1학년 대상 교육 및 실습
- 학교상징, 자유작등 제작
고전적 투과 홀로그램 제작
- 1학년 전체대상 교육 및 실습
- Litiholo 홀로그램 키트 이용

대표 STEAM 프로그램

3D-플로팅 기법을 이용한 홀로그램 영상제작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미디어 산업을 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관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창조적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재해석하여 관심분야의 영상을 직접 제작
- 산업과 기술 및 예술에 과학이 실제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관되어 있음을 체험

[학교급/대상학년] 고등학교 1학년

STEAM
요소와
수업 흐름도

S

T

E

A

M

고전적
홀로그램의
원리조사

홀로그램
영상장치의
설계 및 제작

영상의
수정 및 편집

콘티작성
및 영상 제작

홀로그램
영상에서의
빛의 반사각

- 빛의 간습 응용 홀로그램 제작

스카트폰 활용 STEAM : 스마트폰 요금제, 보험설계 및 가상 창업, 구글 앱 인벤터를 이용한 앱개발
세부사항
스마트폰 요금제
- 1학년 대상 교육 및 실습
- 자신만의 요금제 개발
보험설계 및 가상창업계획
- 스마트폰 보험 설계실습
- 핸드폰 관련 창업 설계
구글 앱 인벤터를 이용 앱개발
- 앱 인벤터 프로그램 연구
- 자신만의 앱 개발

운영결과
대부문의 과목들이 실제 과제수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과
목의 일부요소들만이라도 과제수행에 접합시킨다면 훨씬 돗보이고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결과물로 생산되어 실제 창의적 설계 뿐만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감
성적 체험에 충만한 자신감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성공 경험이 앞으로 관심분
야의 사회과학적 업무에서 긍정적인 성취동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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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홀로그램이론>

STEAM

<홀로그램 영장 제작>

<각 조별 콘티 작성>

<홈페이지탑재우수작>

상황 제시

최근의 첨단영상에 대한 예 제시, 첨단 영상장치 설계의 예 제시, 구성 가능한 영상 콘티의
제시, 연구대상에 따른 다양한 예의 영상 제시

창의적 설계

기하학적이고 과학적 원리의 조사 및 이를 통한 영상장치 설계, 독창적인 콘티 및 영상의 제
작 및 토론 케플러법칙을 시각화 할 수 없을까?

감성적 체험

과학적 원리의 도출 및 이를 응용한 장치의 설계, 조별 콘티의 에 따른 창조적 영상 제작, 및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

학습 준거 틀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 미래형 과학교실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긍정
모집단 382명 중 51%의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1, 2학년 학부모 40명 대상 융합인재교육 연수에서 미래형 과학교
실 활용STEAM 수업에 대하여 소개하자 STEAM교육 활동이 진
로진학탐색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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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과학교실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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