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교육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은 실생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함
께 일하는 협력과 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은 STEM 교육
을, 독일은 MINT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도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낮고, 자신감
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방법과 내용의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융합인재교육(STEAM)입니다. STEAM을 도입한 지 이
제 7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STEAM 경험을 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협력, 의사소통, 문제 해결력 등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
전형이 다변화되면서 STEAM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입시에서도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
었고, 진로 교육과도 자연스레 연결되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최
근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 강화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STEAM에 대한 국외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올해만 해도 카타르, 미국, 핀란드, 태국 등 6개국이 STEAM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저희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부와 함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즐겁고 효과적인 STEAM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동시에 수준별 교사 연수도 추진해왔
습니다. 금번 우수 프로그램 공모대회는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개발한 보석 같은 STEAM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폭넓게 공유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30개 작품이 출품
되어 14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고, 그중 우수상 이상인 팀 11개 작품을 초등과 중등
STEAM 우수 프로그램북으로 엮었습니다. 본 우수 프로그램북은 현장 밀착형 STEAM 프로그
램을 원했던 선생님들에게 반가운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 석학은 지식보다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선생
님들이 현장 경험으로 만들어서 더욱 유익한 ‘STEAM 우수 프로그램북’과 함께 상상력과 융합
적 사고력을 키우는 STEAM 교육에 지금부터라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박

태

현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공모대회

CONTENTS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독서-SW 교육과 함께 떠나는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STEAM TOUR _ 8

우수상

여수문수중학교
지식이 달라붙는 매직큐브 _ 59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바디 디자이너(Body Designer), 나야 나! _ 86

상문고등학교
타임 슬립; 과거에 현재를 덧씌우기(消防) _ 112

우수상

천안업성고등학교
전염병으로부터 라쿤시를 구하라 _ 142

성일고등학교
산성토양?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_ 164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독서-SW 교육과 함께 떠나는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STEAM TOUR
신언중학교 김지훈, 구은회, 양정호, 문정민 적용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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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에 관한 책 읽기 및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통해 인문 소양을 기르고,
‘문제 해결 과정 - SW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 소양을 길러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환경 전문가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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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준거틀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국어: '4.(2)질문하며 읽기' 단원>

상황 제시

 경 관련 도서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을 읽고, 책의 주제와 이어지면서
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에 대해 질문을 생성하고 요약하며 읽는다.
NIE 활동으로 우리 고장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CO

<기술 : Ⅳ.기술과 발명 1-2. 기술적문제해결과정>
<과학 : Ⅲ-1. 기권, Ⅲ-3. 날씨의 변화 Ⅵ-2. 에너지>
<수학 : Ⅴ일차함수 1-3 일차함수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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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NIE를 통한 우리 고장 환경 문제 요인 분석
기술 문제 해결,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기법을 이용한 해결 방안 아이디어 생성
스토리텔링 및 프리스케치를 이용해 구체화된 아이디어 재구성
과학, 수학 교과의 개념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관련 환경 요인 분석 및 핵심 문
제 해결 변인 설정
관련된 이론, 데이터, 핵심 문제 해결 변인을 스크래치로 구현하여 모둠별로 다양한 창의적
환경 개선 발명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제작

CD

<국어 : '4.(2)질문하며 읽기' 단원>, <기술 : Ⅳ.기술과 발명 1-2.기술적문제해결과정>, <과학 :
Ⅲ-1. 기권, Ⅲ-3. 날씨의 변화 Ⅵ-2. 에너지>, <수학 : Ⅴ일차함수 1-3 일차함수의 활용>

감성적 체험

 서, NIE, 자료검색 등 실제 문제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기 모둠만의 발명품 가
도
설을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처음 배우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신들이 세운 가설과 수학적 이론이 바탕이 된
환경 개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 의식과 프로그램
완성을 통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
스크래치 제작 전문가 / 데이터 분석 전문가 팀으로 나눠 팀원 간의 효율적인 분업 및 협력
을 통해 산출물 과제를 제작할 수 있다.

ET

8
CO

: Context Presentaion,

CD

: Creative Design,

ET

: Emotional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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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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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 요약
교수·학습 자료

단계

도입
(1차시)

전개

교사

CO 거꾸로수업 과제 확인 - 책 읽기
책을 읽고 내용 요약 및 환경문
활동 및 읽은 책 내용 요약 활동 과제
제 인식
를 확인
모둠 친구들과 환경 문제의 심각
CO 현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
성에 대해 대화 나누기
고 있는 광고 제시
책 내용과 관련지어 우리 고장의
CO 우리 고장 환경 문제 탐색하기
환경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를
CD NIE(신문 활용 교육)으로 선정된
나눔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에 대해 확산적
특성요인도 분석법, 브레인스토밍
사고와 수렴적 사고 기법을 통해 최적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 아이디어 선정하기 및 선정한 아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구체화함.
디어 구체화하기

거꾸로수업 점검 활동지로 점검하
고, 발명품을 어떤 형태로 구현할 것인
CO 거꾸로수업 과제 확인 및 프로그
지 모둠원들이 서로 의논
래밍 안내
모둠별 산출 아이디어의 이미지를
CO (동시A) 스크레치 구현하기
스크래치의 스프라이트로 구현
산출 아이디어 계획을 토대로 하여 제
신문 기사와 스마트 패드의 뉴스
작한 공통 매뉴얼과 모둠별 맞춤 매뉴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 문제와 관련
얼 2가지 제공
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는 변인 2가지
를 선정
CD (동시B) 환경 문제 변인 탐색 및
프로젝트 과정(발명품의 효과 및
변인 사이의 관계 설정
원리, 발명품이 적용되기 전, 후의 변
CD (동시B) 모둠 프로젝트 요약 차트
인 데이터 표, 발명품이 적용되는 장
만들기
소 및 배경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요
약 차트 작성

CO (동시A) 변수를 활용한 일차함수
조건 코딩

ET

모둠별 프로젝트 전시 부스 운영 환경 투어 실시
CD 환경 투어 실시 후 개선 아이디어
정리 및 공유
ET

모둠 프로젝트 최종 확인 및 배움
목표 달성도 점검

스트라이프의 움직임과 일차함
수의 변인 값이 연동되도록 프로그
래밍
환경 투어시 질문 및 설명사항
준비
자신의 역할에 맞는 체험 및 운
영을 실시하고, 체험 미션 완성 후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와 체험한 활
동 공유
체험한 사항을 반영하여 프로젝
트 최종정리

도서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
건’ 중 모둠별로 정
해진 부분 읽어오기
(과제)

소요
시간

45분

STEAM
요소

S

T

E

A

S

T

모둠별 질의·응답과
토의·토론 활동으로
최적의 아이디어 찾
기 활동 전개

환경 변인의 변화에
따라 발명품의 작동이
달라지는 단계는 다음
차시에 수행할 거꾸로
수업을 통해 기본 바
탕을 쌓은 후 만들 것
을 미리 공지

45분

(Tour 활동시) 도우미
는 체험을 확인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체험
자의 원활한 체험을
지원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

45분

E M

S

T

E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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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B) 환경 투어 준비 - 타 모
둠 프로젝트 차트를 보고 질문 및 건의
사항 작성
CO

정리
및
평가

학생

학습 자료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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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TEAM 수업 철학과 수업관
1. 새 시대의 수업 철학과 수업관 갖기
가. 수업 철학과 수업관의 재정립 배경
인공지능(AI)와 BT, IT의 비약적 향상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인간과 함께 지내며 뛰어난 능력으로 보조를 맞춰나
갈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의 창조적인 마인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상의 모
든 인간과 기기가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혁명들이 융합
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각 나라와 사회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전
략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혁기 속에서 필요한 교육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정책적
으로 도입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이전의 지식 위주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동시에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교사의 변화이며, 그 변화의 시작은 이전까지의 교육에 대한 고
정 관념을 탈피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육 철학과 교육관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 철학 속에 최근 10여 년간
혁신의 대명사처럼 된 융합이 들어있어야 함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같은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세
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융합과 통합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과와 문과의 융합, 대학 학부 간 융합, 연구
분야의 융합 등 다채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 또한 이러한 융합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융
합 교육의 일환인 STEAM 교육에 대한 확고한 수업철학과 수업관을 아래와 같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 STEAM 관점 새로운 수업 철학과 수업관
‘공동체적인 인성 역량을 바탕으로 한 행복한 수업’, ‘교과 역량의 융합을 통한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을 수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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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으로 삼고, 앞으로의 STEAM 수업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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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사 주도의 일방적인 수업 방식을 벗어남은 물론 실제적인 문제 해결 과제 속에서 교과 내용의 연계보다 교
과 역량의 융합에 중점을 두어 이전의 억지스러운 STEAM 수업을 벗어나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수업을 디자인하
여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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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TEAM 수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분석
교육 과정 분석을 통한 STEAM 프로그램 주제 선정
기초 자료 분석

기개발 STEAM 프로그램 분석
STEAM 수업의 출발점 진단

1. 교육 과정 분석을 통한 STEAM 프로그램 주제 선정
가. 관련 교과 교육 과정 및 내용 체계 읽고 조직화하기
성취 기준 중심 교육 과정 읽기(reading) 후 내용 영역 추출하기
내용
영역

일과
에너지

내용
성취 기준

관련 단원
(주제)

빛에너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소리에
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형태의 에너
지 종류와 특징을 진술할 수 있고, 인류 Ⅵ-2. 에너지
의 미래에서 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을 설
명할 수 있다.

학습 요소 추출

구성
차시

에너지의 발생

1

운동 에너지

1

위치 에너지

1

역학적 에너지

1

다양한 에너지의 전환

1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1

에너지 전환 과정의 이해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 및 종류 이해

핵심 요소

인성 덕목

지필 평가

실생활 사례 속의 에너지 전환 과정 파악 및 이해

수행 평가

친환경 에너지가 적용된 우리 미래의 모습을 공학적으로 표현하기

공존, 책임, 배려

평가

범교과 영역

기술, 과학, 수학

2015 개정교육과정 역량

과학
내용
성취 기준

내용 영역

인간의 활동이 기권의 변화에 영향을 주
어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을 Ⅲ-1. 기권
이해하게 하고, 인간 생활과 기권은 서
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한다. 수권
의 순환과 연계하여, 기권의 변화는 기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
Ⅲ-3. 날씨의
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남을 이
변화
해하게 한다.
핵심 요소

구성
차시

학습 요소 추출
기권의 기온 분포

1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한 이유

1

지구 온난화

1

기압에 따라 달라지는 날씨

1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드는 전선

1

날씨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1

능동적으로 읽기

인성 덕목

공존, 책임, 배려

지필 평가

복사 에너지 평형을 이해를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수행 평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날씨와 환경 문제를 뉴스 등의 UCC로 표현할 수 있다.

평가

범교과 영역

국어, 기술, 과학

2015 개정교육과정 역량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
과학적 참여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기권과
우리
생활

관련 단원
(주제)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참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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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기술과
발명

기술

내용
성취 기준

관련 단원
(주제)

기술적 제품 생산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행, 평가의 기
술적 문제 해결 활동의 과정을 익힌다, 기
Ⅳ-1-2.
본적인 아이디어 구상과 입체 투상법, 확
기술적
입체 투상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스케치
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해결과정
생활 속 제품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확산적, 수렴적 사고기법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핵심 요소

평가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수행 평가

실생활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과학, 수학
내용
성취 기준

4. 능동적인
언어 생활

글을 읽기 전과, 읽는 중, 읽은 후에 글,
글쓴이, 독자, 맥락과 관련된 질문을 생
성하면서 글과 상호 작용하며 능동적으
로 글을 읽을 수 있다.

(1)질문하며
읽기

국어

핵심 요소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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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 과정(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따라 질문을
생성하며 읽기

1

스스로 질문하며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기

1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이 만든 질문 평가하기

1

인성 덕목

협동, 책임

수행 평가

읽기 과정에 따라 만든 질문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내용
성취 기준

일차
함수의
활용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일차함수의 식
을 구할 수 있다.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핵심 요소

평가

글, 글쓴이, 독자, 맥락에 따라 질문 구분하며 요약
하며 읽기

‘블랙홀이 궁금해요’ 지문을 읽고 읽기 과정에 따라 질문 생성하며 글 읽기

내용
영역

수학

구성
차시

지필 평가

과학

2015 개정교육과정 역량
관련 단원
(주제)

자료·정보 활용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구성
차시

학습 요소 추출

1.일차함수와 일차함수 성질을 이용한 일차함수식 구성하기
그래프
1-3 일차함수
일차함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기
의 활용

일차함수의 식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인성 덕목

지필 평가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

수행 평가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미래 환경 보고서’ 작성하기

범교과 영역

국어, 과학

1

학습 요소 추출

질문하며 능동적으로 글 읽기

범교과 영역

1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활용 능력

2015 개정교육과정 역량

관련 단원
(주제)

1

협력, 나눔, 절제

기술적 제품 생산의 단계, 입체 투상법의 종류,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법

내용
영역

평가

인성 덕목

지필 평가

범교과 영역

읽기

구성
차시

학습 요소 추출

2015 개정교육과정 역량

1
1

존중, 소통, 공감

문제 해결 역량
태도 및 실천 역량
정보처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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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기준 중심 교육 과정 읽기(reading) 후 내용 영역 추출하기

● 환경 문제 관련 필요한
● 2015 개정교육과정의
●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 전반적인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과학적
원리 습득
●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과학적 요인, 변인 파악
및 선정하기

을 통한 문제 해결
● 확산적, 수렴적 사고
기법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 협력과 나눔의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
●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

	SW 교육을 활용한
사고력 증진
● 기술적 해결 방안 프리
스케치 및 도면 제작
●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시뮬레이션 제작

● 입체 투상법을 통한 아이

디어 스케치
● 책 함께 읽기- 환경 문제
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이
제시된 글
● NIE활용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정보를 제대로 선택하고
유의미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를 통한 정보화
● 실제 정보를 통해 규칙
성을 분석하는 정보처리
및 함수를 활용한 미래
예측 활동

나. 리딩-맵핑 자료 분석 통한 STEAM 프로그램 주제 선정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습자 주변의 문제에 접근하도록 해 관련성을 높이고, 정의적인 영역을 포함한 미래 역량
을 개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개별 교과인 과학, 기술, 국어, 수학 교과의 교육 과정 읽기를 통해 우
리 고장과 관련이 있고, 학습자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과학 교과의 경우 ‘다양한 에
너지의 전환’,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지구온난화’ 등을 교육 과정 읽기에서 내용 영역으로 추출하였으며, 환경 문
제를 주제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기술 교과의 경우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내용 영역으로 추출하였으며, STEAM
주제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국어 교과의 경우 읽기, 질문하기, 답하기 등의 활동을 내용 영역으로 추
출하여 STEAM 활동 방법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수학 교과의 경우 일차함수의 내용과 관련 문제 해결법을 도출하
여 데이터 검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조직화 과정을 거쳐서 재진술해 보면 과학 교과에서 추출한 환경 문제를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고장으로
확장하고, 국어 교과의 NIE 교육을 통해 사회문제적 접근과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신
장하기 위해 기술 교과의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도입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검증으로 수학의 일차함
수와 ‘환경 투어’를 통해 확인하고 전이가 일어나도록 구성한다. 이를 종합해 우리는 STEAM 프로그램의 주제를 ‘우
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로 선정하고자 한다. 본 학습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교과 역량과 핵심 역량을 함
양할 수 있으며, 인성을 기르고 관련 활동에 따른 진로를 탐색하고 꿈과 끼를 펼칠 것이라 생각된다.

2. 기개발 STEAM 프로그램 분석
페트병의 무한도전

프로그램 특징

Reduce(2차시), Reuse(2차시), Upcycle(2차시)의 활
동으로 구성됨. Reduce(줄이기)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포장에 대해 토의 및 비주얼 싱킹 활동을 실시하고,
Reuse(재사용)는 다시 사용하는 포장재에 대해 조사,
발표 및 소개 활동을 실시함. Upcycle(재활용)은 에코
백 만들기 활동으로 디자인 및 실제 제작 활동 실시

Reduce(3차시), Recycle(4차시), Upcycle(3차시)의 총
10차시로 구성됨. 구체적으로 워터 보틀 만들기, 페트
병을 재활용한 스마트폰 홀로그램 프로젝터 제작하기,
버려진 페트병 꾸미기 활동을 실시함. 특히 Reduce 활
동으로 워터 보틀을 만든 후 홈페이지, SNS에 올리고
선한 댓글을 남기기 활동 실시

분석

Reduce, Reuse, Upcycle을 소재로 하여 실생활 속 환
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과학, 수학, 국어, 미술
교과의 융합을 통해 STEAM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비
주얼 싱킹, 토의 활동, 조사·발표 활동, 소품 만들기 활
동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변화 도모

페트병을 활용하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
해 Reduce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홀로그램 제작하기
활동과 발표 활동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
‘베로니카 리치네로바’의 디자인 작품을 탐색하며 환경
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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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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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특징

분석

환경을 지키는 식품 포장재

미세먼지는 어디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식품 포장 쓰레기에 대한
프로그램. 식품 포장 쓰레기의 분리 및 처리에 대해 생
각해보고,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
색·경험해 보는 시간으로 운영됨. 1차시는 가장 효율
적인 분리수거 기준 찾기, 2~5차시는 자동분리수거기
개발하기, 6차시는 식품 포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
안 찾기로 프로그램 구성

학생들이 야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바
일 테크놀로지와 다양한 기기/도구가 활용됨. 학생들은
소그룹 형태로 사회 이슈에 참여하며 실제 문제를 해
결함. 야외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데이터가 문
제 해결에 적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표현할지
를 직접 결정함. 미세먼지라는 최신의 문제 상황을 해
결하고자 노력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식품 처리 기준에 대
해 생각해 봄으로써 실생활과 연계하여 흥미를 가지게 학생들의 흥미도를 반영한 최신의 기기와 도구를 사용
됨. 실제 자동분리수거기를 개발하며 창의성을 기르도 한 점이 눈에 띄며, 최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집
록 함. 또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취감과 성공의 기 단지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도드라짐.
회를 가지게 하는 요소 보유

■ 기개발 프로그램 분석에 따른 수업 방향 설정
●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고 우리 주변,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환경적 접근이 필요함.
●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야 하며,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취감과 성공의 기회를 가진 요소가 필요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모둠 활동이 필요
해 보임.
● 최신 기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흥미도와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우리 주변의 문제 상황을 주제로 도입 + 최신의 기기(SW 교육)를 활용한 문제 해결

3. STEAM 수업의 출발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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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태 조사 내용 및 방법
실태조사 목록

대상

교육 과정 내의
관련학습 경험 조사

- 정규 교과 교육 과정 내
의 모든 교과

- 환경과 관련된 내용 조사

STEAM
사전 태도 검사

- 2학년 전교생(148명)

학습자
실태 조사

- 2학년 전교생(148명)

방법

시기

교과서 분석

2017.7월

-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수업 중
배려, 소통, STEAM 교육의 유용성, 이
공계 진로 선택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전 태도 설문지
편집 활용

2017.8월

-교과 수업에 대한 흥미, STEAM에 대한
이해, 환경에 대한 관심, 교과별 역량 함
양, 진로탐색 능력, 꿈

자작 설문지

2017.8월

나. 실태 조사 결과 및 통계
1) 교과과정 내의 관련 학습 경험 조사
과목

도덕1

14

내용

교과서

단원

내용

Ⅳ.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1. 환경친화적인 삶

인간의 삶과 환경, 환경 파괴의 원인과 실상, 환경을
고려한 소비생활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그린스타트 사이트(www.greenstart.kr)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 보는 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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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가정2

Ⅱ.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1.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주제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온맵시, 쿨맵시 학습
녹색 식생활 단원에서 수입 음식 소비와 근거리 음
식 소비의 탄소 발생량 비교 활동

과학2

Ⅲ. 기권과 우리 생활
1. 기권에서의 물질과 에너지
순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단원에서 연평균 기온과 배출
되는 탄소량 사이의 관계 탐구, 온실기체 증가에 따
른 지구온난화의 개념 탐구 등

사회2

Ⅴ.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1. 전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의 영향, 지구온
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
례 등을 학습

체육

Ⅰ. 건강 활동
가. 건강과 환경

환경 오염과 건강생활 단원에서 대기 오염의 원인
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건강 문제 예방과 실천 탐
구 학습

2) STEAM 사전 태도 조사 결과 (N=148)
항목

설문 결과

결과 분석

융합 수업에 대한 흥미도

흥미

결과

명

%

전혀 동의 X

21

14

동의 X

43

29

동의

51

34

매우 동의

33

22

수업 중 배려하는 자세
명

%

전혀 동의 X

9

7

동의 X

15

10

동의

51

34

매우 동의

73

49

배려

수업 중 소통하는 태도

소통

결과

명

%

전혀 동의 X

15

10

동의 X

32

22

동의

81

55

매우 동의

20

13

융합 교육에 대한 흥미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은 56%이
학생들은 융합 교육 중 과학과 수학의 중요성을 느
→ 며 부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은 43% → 끼고 있지만 즐겁다는 느낌을 쉽사리 받지 못하고
로 나타났다. 과학 및 수학에 대한 긍
있다. 과학과 수학 활동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정적인 답변이 높긴 하지만 14% 정
있고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도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응
있다.
답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17%의 부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의 경우 친구들
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상황이 본인에게 종
과학이나 수학 수업 중 서로의 의견
종 있다고 생각하여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
을 발표하고 질의할 때 어느 정도로
고 있다. 이는 즉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
서로 배려하고 존중을 하는가에 대
→
→ 거나 모둠별 수업에서 의사소통 과정 중 성실히 참
한 항목으로 83%의 대다수 학생들
여하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학생들이 1~2명 정도
이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 비율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결국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다.
모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감을 부
여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
앞의 배려 항목과 비슷하게 긍정적인
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런 태도
답변이 68%, 부정적인 답변이 32%
를 실천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
로 긍정적인 학생들이 훨씬 많은 것
→
→ 는 활동 자체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적인 비
한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부담을 갖지 않고 서
율이 배려 부분보다는 상당 부분 늘
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
어난 것 또한 관찰된다.
요가 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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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융합 교육의 유용성

유용성

결과

명

%

전혀 동의 X

0

0

동의 X

19

13

동의

54

36

매우 동의

75

51

이공계 진로의 관심도
이공계
진로선택

결과

명

%

전혀 동의 X

0

0

동의 X

33

22

동의

56

38

매우 동의

61

40

학생들에게 과학이나 수학의 융합 교육을 진행할 때
융합 교육의 필요성과 내 삶에 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나 기본적인 정규교과의 내용
치가 있는지를 묻는 유용성 문항
보다 심화 응용된 활동을 주로 수행하므로 학생들의
에 긍정적인 답변이 87%로 압도적
기본적인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
→
으로 많았으며, 매우 동의하지 않음
2014년부터 꾸준히 STEAM 교사연구회의 활동을 통
이 0%, 동의하지 않음이 13%로 집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왔기에 학교 전반적으
계되었다.
로 융합 교육의 가치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이공계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임
이공계 진로에 관한 문항 중 과학과
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공계와
수학, 기술 등 공학적이고 이과적인
문과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노력을 융합 교육을 통
→ 진로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 해 시도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더
대다수이며, 78%의 학생들이 긍정
라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바탕이 되어야 인간을 위한
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수업을 구성
할 필요가 있다.

3) 학습자 실태 조사 결과 (N=148)
항목

설문 결과

결과 분석

교과 수업에 대한 흥미도
결과
수업
흥미

명

%

매우 낮음

28

19

낮음

36

24

높음

56

38

매우 높음

28

19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
융합
이해

결과

명

%

전혀 이해 X

44

30

이해 X

36

24

이해

38

26

매우 이해

30

20

환경에 대한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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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심

16

결과

명

%

매우 낮음

62

42

낮음

46

31

높음

28

19

매우 높음

12

8

교과별 역량 함양
교과
역량

결과

명

%

전혀 아님

43

29

아니다

59

40

그렇다

14

9

매우 그렇

32

22

꿈에 대한 진로 탐색
결과
진로
탐색,
꿈

명

%

전혀 아님

30

20

아니다

26

18

그렇다

52

35

매우 그렇

40

27

시사점

교과 수업의 흥미도 조사에서 교과
학생들의 교과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이유는 학
수업이 흥미롭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교 전반에 걸쳐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있기
→ 57%로 나타났으며, 흥미롭지 않다는 →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응답을 한 아이들의 이유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도 43%나 되
를 분석해 보면 복합적인 현실 세계의 지식을 단일 교
었다. 특히 19% 아이들은 전혀 수업
과의 지식으로만 전달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교과
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을 복합적 문제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융합(STEAM)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수
묻는 문항에서 융합 교육이 무엇이고
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적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관심과
용된다 하더라도 교과 간의 연계형 프로그램이 적용
→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이 30%이며, →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 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4%로 나타
하고 학생들이 융합 교육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
났다. 다만 46%의 아이들이 이해하고
록 쉽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있다고 한 것은 고무적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은 환경 관련 교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은 수
과 내용이 단순하고 교수·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
치를 보였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도 흥미가 떨어진다.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한 접근
→ 27%밖에 되지 않았으며, 매우 관심이 →
을 실생활, 우리 주변의 문제로 재구성하여 제시하
없다는 학생의 비율이 42%나 될 정
는 것이 좋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
도로 심각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시하여야 한다.

교과에서 제시한 역량을 함양하고 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함양해야 할 교과별 역량을
는가라는 질문에 69%의 학생이 부정
함양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단순히 교과 내용
적인 응답을 하였다. 2015 개정교육
→
→ 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할 것
과정의 교과 역량에 대한 응답으로 긍
이 아니라 교과 역량 함양이라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
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과도하게 낮게
고 교수·학습 과정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나타났다.

꿈을 가지고 진로 탐색을 하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자유학기제
가라는 질문에 62%의 아이들이 꿈을
의 영향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꿈을 꾸고 있다고 판
가지고 있으며, 관련 진로를 탐색하고
단된다.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진로 탐색
→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38%의 아이 →
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 활동과 융합 활동의 과
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구체적
정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꿈을 찾고 진로 탐색을 위해
인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음을 면담을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해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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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TEAM의 관점에서의 교육 과정 재구성
● 교과 역량 융합을 통한 STEAM 수업 요소 선정
교육 과정 재구성

● 성취 기준 재진술 및 기대 효과
● STEAM 수업을 위한 교육 과정 재구성

1. STEAM 교육 과정 재구성
가. 교과 역량 융합을 통한 STEAM 수업 요소 선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 함양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개발의 주요 방향
으로 삼았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 기반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것
을 목표로 하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이러한 STEAM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별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을 분석하여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실생활 문제 해결
을 위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해야 한다.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 자유학기제·인문계열 연계 수업
주제
선정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 역량 융합을 통한 STEAM 요소 선정
융합된 교과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국어)
자료·정보 활용 역량(국어)
의사소통 역량(국어)

STEAM 요소
S
A
A

M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정보처리(수학)
의사소통(수학)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과학)
과학적 참여 능력(과학)
과학적 탐구 능력(과학)

S
S
S

T
T

(독서·논문·센터 학술지 등) 실제 정보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
는 정보처리 능력 향상
정보 분석과 그래프 작성, 예측, 문제점 파악 등 정보처리 과정 속에
서 결론 도출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발표와 토론 학습을 통한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과학적 탐구 능력 향상
실
 생활 문제 해결 방안의 공동체 사회 적용을 통한 과학적 참여 능
력 향상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문제 해결 역량 함양
실제 발명품에 대한 기술적 접근으로 기술 활용 역량 함양

나. 성취 기준 재진술 및 기대 효과
교과역량 융합을 통한 STEAM 수업요소를 선정하고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맞춤
형 성취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재진술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계획은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이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을 재진술하고, 재진술된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은 학생 활동 중심의 ‘수행’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야 한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기술)
기술 활용 능력(기술)

M

A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자료·정보 활용 역량 함양
발표와 토의·토론 활동으로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향상
토의·토론 피드백 과정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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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별 본시 수업 단원 성취 기준 재진술 - (정보 융합) 과학
2015 개정 국가수준 성취 기준
[성취 기준 : 9과 24-02]

재진술 성취 기준
[정보 융합 재진술 성취 기준 : 9과 24-02-01, 02, 03]

과
 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
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모둠 활동)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
게 만드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모둠 활동) 설계한 방안의 유용성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관련 SW(정보) 성취 기준 : 9정 04-05]

(모둠 토의·토론 활동) 제작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실제적 효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실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재진술 기대 효과

정보 교과의 2015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과의 융합을 통해 추후에 정보 교과의 SW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다.
모
 둠 활동을 명시하여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활동을 통해 과학적 의사소통 능
력과 협업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기
 존 산출물의 제작은 단순히 모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프로그래밍 적용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고안한 산출물이 적용
한 상황을 가정하여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2
 015 개정교육과정에 새롭게 들어간 단원 통합적인 성취 기준 [9과 24-02]의 제시로 단원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교과 융합을 시도할 수 있다.

교과별 본시 수업 단원 성취 기준 재진술 - 기술
2015 개정 국가수준 성취 기준

재진술 성취 기준
일
 상생활 속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해
결한다.

[성취 기준 : 9기가05-03, 9기가05-06]
 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일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모둠 토의·토론 활동) 우리 생활 속 문제에 대해 다양
한 확산적 사고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
생
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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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활동) 머릿속 아이디어를 제도의 규칙에 맞게 구
체적인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재진술 기대 효과

 상생활 속 어려운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문제 선정-원인 분석-아이디어 생성-선정-구체화하기-실행하기-평가하기)을 통
일
한 논리적 접근으로 체계적 사고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다.
 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둠원들과 함께 확산적 사고 기법으로 생성하고, 수렴적 사고 기법으로 선정해 봄으로써 집단지성의 중요
문
성을 이해하고 창의력과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다.
모둠원들과 함께 생각한 아이디어를 규칙에 맞게 도면으로 구체화하며 절제심을 배양하고 풍부한 표현력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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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별 본시 수업 단원 성취 기준 재진술 - 국어
2015 개정 국가수준 성취 기준

재진술 성취 기준

[성취 기준 : 9국02-01, 9국02-03, 9국02-08]

 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글
다.
(독서 활동)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능동적으로 읽는다.
(모둠 토의·토론 활동)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
읽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
는다.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
약한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다.
재진술 기대 효과

 서가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 행위임을 이해하고,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능
독
동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읽기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
 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독서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비판적
문
으로 읽으며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교과별 본시 수업 단원 성취 기준 재진술 - 수학
2015 개정 국가수준 성취 기준

재진술 성취 기준
 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여 일차함수의 식을 구
일
할 수 있다.

[성취 기준: 9수03-05, 9수03-06]

 차함수를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일
있다.

 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일
일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둠 토의·토론 활동) 데이터 기반 정보를 분석하여 일
차함수로의 활용을 위한 수학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재진술 기대 효과

 둠 활동을 통해 미디어의 많은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수학적 의사소통을 능력을 발현할 수 있고, 선별한 정보를 유의미한
모
정보로 만들 수 있다.
 차함수의 식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질이 무엇이지 스스로 찾아보고, 찾은 성질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에 대한 일차함수의 식을 구
일
성할 수 있다.

다. STEAM 수업을 위한 교육 과정 재구성

● 교과별 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 구안

교육 과정 재구성 방향

●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구안
● 교과 융합을 통해 배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활동 구안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모델링한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규칙성 파악, 데이터 검증, 미래 예측 등 실용적인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 교사 - 학생, 학생 -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참여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 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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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교육 과정 성취 기준

재진술 성취 기준 적용
단원 학습 내용 재구성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S

① 질문하며 읽기 - 선정된 도
2015 개정 [9국02-01]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
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서에 대해 질문하며 읽고, 내용
요약하기
② NIE(신문활용교육) - 선정
도서와 관련된 우리 고장의 환
경 문제를 신문 기사에서 검색

참여학습
전략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전문 지

식 습득, 환경 문제와 관련된 환경 요인 변
인 분석 및 판별
A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 ■내용 요약

들’을 읽고 환경 문제 영역 정하기, NIE를

하기

통해 우리 고장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통 ■조사 및 분석

국어

글을 읽는다.

기술

우리 고장 환경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 ■토의·토론
③ 모둠 토의·토론 - 환경 문
하기
확산기법(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SCAM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
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발명품
■
협동·협력
PER)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수
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사
아이디어 논의
학습
렴 기법(PMI, ALU 역 브레인스토밍)을 통
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④ 모둠에서 선정한 아이디어
해 최적의 아이디어 선정
해결할 수 있다.
를 제도 규칙에 맞게 도면으로
T 선정한 아이디어를 제도 규칙에 맞게
구체화하기
2015 개정 [9기가05-06]

하기

해 환경 문제 파악 및 주제 선정

하기

T

도면으로 표현하기

2015 개정 [9정04-02]
① 발명품 아이디어 설계 및 구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받아 체화하기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 ②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구현
램을 작성한다.
2015 개정 [9과24-02-01]
정보
과학

하기 위한 스크래치 프로그래
밍 기초 명령어 이해하기

(모둠 활동) 과학을 활용하여 우 ③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이
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 용하여 발명품 적용 시뮬레이
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션 제작하기 - 이미지 삽입 및
수 있다.
2015 개정 [9과24-02-02]

배경 작업, 각 발명품 기능 구
현을 위한 맞춤형 교사 지도,

S

환경 문제와 관련된 환경 요인 변인 분 ■탐구하기

석 및 판별
E

■설계하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자료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출력하는 프로
그램 만들기

실행하기
■ 협동·협력

M

우리 고장의 환경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학습

S

환경 문제와 관련된 환경 요인 변인 분

(모둠 활동) 설계한 방안의 유용 환경 변인의 프로그램 변수 작
성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뮬레 업 및 기본적인 움직임 구현(방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이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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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후 과제)

① 환경 문제 변수 데이터의 일
2015 개정 [9과24-02-02]
(모둠 활동) 설계한 방안의 유용
성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뮬레
과학
수학

이션할 수 있다.
2015 개정 [9수03-06]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
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 함수화 작업
② 조건문 코딩 예시 이해하기

③ 환경 변수의 변화에 따라 발 석 및 판별
명품의 기능이 작동되는 일차
함수 조건문 코딩

T

환경 실태와 발명품이 작동되는 현상

을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코딩으로 시뮬

④ 환경 개선 발명품의 기대 성 레이션
능을 예측하여, 환경 개선 효과

M

도출하기

환경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⑤ 정보를 분석하여 함수화
하기

분석된 데이터를 일차함수로 표현하고

■프로그래밍

실행하기
■ 협동·협력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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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
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
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
해한다.
2015 개정 [9과24-02-03]

기술
과학
국어
수학

① 모둠별 환경 문제 해결 및

S 우리 고장의 환경을 더 낫게 만드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표 그 방안의 유용성에 대해 발표하고, 문제점 ■결과물 전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비교하
공유하기
리고 공유하기
에 대해 토론
여 실제적 효과에 대해 토론할
■ 토의·토론
M 일차함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프로
하기
수 있다.
② 함수화된 정보를 시뮬레이 그래밍 데이터를 직접 검증
■데이터 검증
2015 개정 [9국01-01]
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 A 각 모둠별 아이디어 발표와 공유 과정 하기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
터 검증하기
을 통한 사고의 확산
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모둠 토의·토론 활동) 제작된

활동을 한다.
2015 개정 [9수03-06]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
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구성된 STEAM 프로그램 주제 -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재구성 근거
STEAM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데 있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및 단원을 분석
하고, 각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 주제 및 STEAM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취 기준을 재진술하
였으며, 이를 3차시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재구성 수업 운영의 틀과 과정 평가를 위하여 교육 과정 분석 단계에서 재
진술한 성취 기준을 적용한 수업 과정을 구성한다.
● 성취 기준 재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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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 주어진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여 최적의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 프로그래밍을 통해 환경 문제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실태 및 개선 시뮬레이션 장면을 제작할 수 있다.
•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생활 주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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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TEAM 수업의 설계
● STEAM 프로그램 구성 및 수업 계획
수업의 설계

● STEAM 수업 교수·학습 전략
● STEAM 과정중심평가 계획

1. STEAM 프로그램 구성 및 수업 계획
가. 프로그램 구성
1) 주제 개요
- 독서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연계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 관련 교과 : 중학교 2학년 기술, 과학, 국어, 수학
2) 프로그램 제작 의도
환경 전문가가 되어 우리 고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 관련 정보를 독서와 NIE를 통해 수집하고, 과학
적 요인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과 시뮬레이션을 융합적 사고를 통해 개발할 수 있다.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을 통해 환경 문제의 커다란 영역을 학생들이 먼저 알도록 하며, 이 영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환경 문제를 우리 고장에서 NIE를 통해 찾고 관련된 환경 요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된 환경 요
인을 토대로 학생들이 환경 전문가가 되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발명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발명품이
적용되었을 때 우리 고장의 환경에 나타나는 효과를 일차함수가 적용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환경 투어 형태로 부스를 운영하며, 각자의 아이디어와 산출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
을 가지게 된다.
3) STEAM 과목 요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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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요소

E

A

M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전문 지식 습득
환경 문제와 관련된 환경 요인 변인 분석 및 판별

환경 문제 해결 및 개선 발명품 설계
환경 실태와 발명품이 작동되는 현상을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코딩으로 시뮬레이션

환경 개선 발명품 프리스케치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을 읽고 환경 문제 영역 정하기
NIE를 통해 우리 고장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통해 환경 문제 파악 및 주제 선정

우리 고장의 환경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분석된 데이터를 일차함수로 표현하고 환경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4) STEAM 준거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독서 후) 우리 고장에는 책의
7가지 주제와 관련된 어떤 환
경 문제들이 있을까?
(NIE 활동 후) 우리 고장의 환
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떤 방안들이 있을까?

감성적 체험

NIE를 통한 우리 고장 환경 문제 요인 찾기
우리 고장 환경 문제를 스토리텔링으로 재구
성하기
해결 방안 아이디어 생성하기
해결 방안 프리스케치 및 설계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통한 시뮬레이션 제작
환경 및 과학 변인에 일차함수를 적용하여 프
로그래밍

 서를 통한 지구 환경 오염의
독
심각성 이해하기
우리 고장의 문제를 통해 환경
에 대한 경각심 고취
부스 및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모둠원 협업 능력 향상
환경 전문가 역량 파악

2. STEAM 수업 교수·학습 전략
가. 교수·학습 모형
본시 수업에 적용한 교수·학습 모형

모둠별 협력
학습 모형

협력 학습은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개인과 공동의 목표를 최대한 성취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간의 상
호 작용과 의사소통, 협력을 촉진시키는 교수학습법이다. 협력 학습은 모둠 내 협력 학습과 모둠 간 협
력 학습이 모두 포함된다.
모둠 내 협력 학습 : 모둠 친구들과 함께 협력적인 글쓰기 경험을 통해 글쓰기의 과정별 쓰기 전략을
능동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모둠 간 협력 학습 : 모둠 내 협력 학습 결과물을 반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고 정리하는 활동이 이루
어진다.

협력적 탐구
수업 모형

협력적 탐구 수업 모형은 활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력하기와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탐구하기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수업 연구자가 계발한 모형이다.

활동지 질문

●

질문 상황 파악

●

자료 분석

1Step
자신에게 질문
자기 스스로 질
문에 대한 응답
작성

● 

2Step
짝 점검
짝과 응답 내용
피드백

● 

3Step
모둠 의견 확정
짝과의 의견 교
환 후 모둠 전체
의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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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수업 모형

학생 참여 중심 스토리텔링 수업 모형은 모둠이 이야기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수업이다. 실제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소재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교과 지식의 내용이 적용되는 상
황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흥미를 가질만한 드라마나 사건 등의 상황을 제시하여 훨씬 몰입
감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문제 해결 모형의 보완점 : 스토리텔링 속의 사건 해결 또는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학생들
은 모둠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의 의견이나 주장이 강한 친구의 의견에 고민 없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Step 의견교환 단계를 거쳐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자신이 먼저 생각해보
고, 반드시 짝 모둠원과 질문에 대한 응답을 서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 후에 서로
의 의견을 취합하여 모둠 전체의 의견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둠 전체의 의견을 만들 수 있
도록 구성한다.

23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나. 인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전략 수립
구분

내용

학생 참여 수업
아이디어

모둠별 협력 학습
활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력하기
거꾸로수업 과제시 SW 프로그램 매뉴얼 공유와 서로 가르치는 활동
모둠별 협력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구현 활동 전개
비판적·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환경 개선 아이디어 탐구
환경 투어 활동으로 프로젝트 활동 전체 공유 및 평가

3. STEAM에서의 과정중심평가
가. STEAM 수업에서의 과정중심평가 실행 방향
학생 참여 수업이 ‘경쟁 중심 교육’에서 ‘협력 중심 교육’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 평가
도 더 이상 줄 세우기를 위한 도구가 아닌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평가’가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참여 수업의 평가내용은 단원(차시)의 핵심 성취 기준 달성 여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 참여전략 및
참여 태도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평가자는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 구체적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학생 자신,
수업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 등 다양한 주체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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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의 평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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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참여 수업에 자신의 수업 참여도 및 기여도를 점검하고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평가한다.
● 모둠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배려와 나눔의 인성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수업에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 모둠별로 협력하여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지 평가한다.
● 자기 평가뿐 아니라 학습자 상호 평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며 상호 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나. 과정중심평가 실행 계획 수립
핵심 재진술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 분석

교과

성취 기준

기술

[9기가05-03] 일상생활 속 문제를 기
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성취 수준
상

중

하

일상생활 속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활용하여
창의적,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부분적으
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활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과학

국어

[9기가05-06] 우리 생활 속 문제에
대해 다양한 확산적 사고 기법으로 아
이디어를 찾아보고, 최적의 아이디어
를 선정할 수 있다.

우리 생활 속 문제에 대해 다
양한 확산적 사고 기법을 활
용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
보고,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
정할 수 있다.

우리 생활 속 문제에 대해 확
산적 사고 기법을 부분적으
로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찾
아보고,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다.

우리 생활 속 문제에 대해 사
고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아
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다.

[9기가05-06] 머릿속 아이디어를 제
도의 규칙에 맞게 구체적 도면으로 표
현할 수 있다.

머릿속 아이디어를 제도의
규칙에 정확하게 맞게 구체
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머릿속 아이디어를 제도의 규
칙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도
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머릿속 아이디어를 제도의
규칙에는 맞지 않지만 표현
할 수 있다.

[9과24-02-01] (모둠 활동)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
게 만드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설계
할 수 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과학적
이론 및 변인의 인과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발명품에 적용
할 수 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과학적
이론 및 변인의 인과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과학적
이론 및 변인을 찾을 수 있다.

[9과24-02-02] (모둠 활동) 설계한
방안의 유용성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SW 코딩을 위한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고
조건문, 제어, 변수 등의 코딩
기법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SW 코딩을 위한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
고 조건문, 제어, 변수 등 코
딩 기법의 예시를 이해할 수
있다.

SW 코딩을 위한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및 기능
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9과24-02-03] (모둠 토의·토론 활
동) 제작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비
교하여 실제적 효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일차함수가 적용된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한계점
과 의의를 분석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일차함수가 적용된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환경 문제 변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일차함수가 적용된 스크래
치 프로그램의 환경 문제 및
변인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다.

[9국02-01] 글의 내용을 토대로 질
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
을 수 있다.

글을 읽으며 글의 정보와 독
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관
련된 다양한 질문을 창의적으
로 생성할 수 있다.

글을 읽으며 글의 정보와 독
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관
련된 질문을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다.

글을 읽으며 글의 정보와 관
련된 질문을 생성할 수 있다.

[9수03-05] 일차함수의 의미를 이해
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실생활에서 일차함수 관계인
예를 제시할 수 있고, 일차함
수의 기울기, x절편, y절편,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그래프
를 그릴 수 있다.

일차함수의 의미를 말할 수
있고, 일차함수에서 기울기,
x절편, y절편을 구할 수 있다.

주어진 함수에서 일차함수를
찾을 수 있고, 주어진 표를 이
용하여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9수03-06]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
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
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
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
는 식을 구할 수 있다.

일차함수 그래프를 보고, 기
울기의 부호를 구할 수 있다.

수학

교과

평가 내용 및 방법
Ⅳ. 기술과 발명
1-2.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평가 유형

동료 평가, 자기 평가, 형성 평가

핵심
성취 기준

[9기가05-03] 일상생활 속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9기가05-06] 우리 생활 속 문제에 대해 다양한 확산적 사고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
정할 수 있다.
[9기가05-06] 머릿속 아이디어를 제도의 규칙에 맞게 구체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내용 목표

●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우리 생활 속 문제에 대해 다양한 확산적 사고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다.
● 머릿속 아이디어를 제도의 규칙에 맞게 구체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교과학습
평가 기준

● 일상생활 속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
● 환경 문제를 찾아 다양한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법을 통해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가?
● 모둠별로 해결한 최적의 아이디어를 제도 규칙에 맞게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기술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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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창의성
평가 요소
단원

● 확산적 사고 : 창의적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의사소통 :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 허용적 분위기에서 진행되는가?
Ⅲ. 기권과 우리 생활 3. 날씨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줘
Ⅵ. 일과 에너지 2. 에너지

평가 유형

동료 평가, 자기 평가, 형성 평가

핵심
성취 기준

[9과24-02-01]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9과24-02-02] 설계한 방안의 유용성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9과24-02-03] 제작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실제 효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내용 목표

● 선정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과학적 이론 및 변인의 인과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SW 코딩을 위해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고 조건문, 제어, 변수 등의 코딩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교과 학습
평가 기준

●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과학적 이론 및 변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과학 및 수학이 바탕이 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가?
● 제작된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수학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가?

창의성
평가 요소

● 과학적 사고 : 환경 문제의 원인과 결과, 프로그램의 순차적 인과 관계에 대해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
는가?
● 의사소통 : 변인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과학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 과학적 문제 해결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가?

과학

단원

4. 능동적인 언어생활 (1) 질문하며 읽기

평가 유형

동료 평가, 자기 평가

핵심 성취 기준 [9국02-01] 글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내용 목표

● 글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교과 학습
평가 기준

● 글에 나타난 정보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 내용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작성했는가?
● 글 내용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모둠별 토의·토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창의성
평가 요소

● 문제 발견 : 글 내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가?
● 의사소통 : 모둠별 토의·토론 활동 중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국어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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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Ⅴ. 일차함수 1. 일차함수와 그래프
1-3. 일차함수의 활용

평가 유형

동료 평가, 자기 평가, 형성 평가

핵심
성취 기준

[9수03-05] 일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9수03-06]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용 목표

●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생활 주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과 학습
평가 기준

●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여 일차함수의 식을 세울 수 있는가?
● 일차함수식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창의성
평가 요소

● 확산적 사고 : 창의적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답안을 제출하였는가?
● 의사소통 : 수학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인성 과정
평가 요소

● 공감 : 모둠 역할 수행에서 친구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는가?
● 나눔 :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둠 구성원들 간에 의견을 존중하며 공유하고 있는가?

과정 목표

● 독서 및 NIE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우리 고장의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조사할 수 있다.
●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 데이터를 일차함수로 표현하여 시뮬레이션 코딩에 적용할 수 있다.

유의사항

평가 결과에 따라 모둠별 피드백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별 역할과 참여도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준비물

교과서, 자기 평가지, 모둠 내 동료 평가지, 스티커 투표지, 모둠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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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정중심평가 평가 준거 및 루브릭 개발
구분

아이디어 생성 및
구체화(20)

스크래치 코딩(20)

요약 차트(20)

환경 투어(20)

협업 역량(20)

비고

1. 선정 도서와
1. 아이디어 생성 및
상 우리 고장 환경 상
상 요약 차트 내용이 상
상
구체화 활동시 모둠
1.
타
프로젝트
활
(20점) 문제의 관련성을 (20점) 1. 자신의 모둠 프 (20점) 매우 풍부함 (20점)
(20점) 별 협업 활동이 원
동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파악하고
로젝트를 논리적
활히 이루어져 동료
가 높은가?
있는가?
으로 설명하고 있
간에 신뢰하는 관계
2. 타 프로젝트에
는가?
가 형성하였는가?
2.
우리
고장의
모둠별
중
중
중 요약 차트 내용이 중 대한 질문 및 개
중
환경
문제를
탐색
2.
발표가
매력적
2. 스크래치 코딩
평가 (18점)
(18점)
(18점)
보통임
(18점) 선 아이디어를
(18점)
하고 구체화 활동
이고 설득력이 있
및 요약 차트 작성
루브릭
제출하였는가?
에 적극적인가?
는가?
활동 시 모둠원들과
3. 투어 활동을
협업하였는가?
모둠명
3. 환경 문제 해
3. 발표 시 표현력
적극 참여하였
( )
결
아이디어가
창
이
우수한가?
3. 환경 투어 활동
하
하
하
요약 차트 내용 하 는가?
하
(16점) 의적이고 실현 가 (16점)
(16점)
이 부족함
(16점)
(16점) 시 모둠원과 긴밀히
능성이 높은가?
협업하였는가?
총
평가
점수

총
평가
점수

총
평가
점수

라. 활동사항 기록 및 피드백 계획(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예시)
교과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예시)

기술

○○○학생은 교과융합 STEAM 프로그램 ‘우리 고장의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활동에서 모둠장으로서 모둠원들의 능력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에 대한 확산적 사고 기법을 활
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렴적 사고 기법을 통한 최적의 아이디어를 생성하였음. 창의적·논리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술교과의 기술적 문제 해결 역량과 기술 활용 역량을 키움.
○○○학생은 교과융합 STEAM 프로그램 ‘우리 고장의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활동에서 모둠원으로서 SCAMPER 기
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생성하기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모둠 활동이 허용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음.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많아 도면 그리기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국어

 ○○학생은 교과융합 STEAM 프로그램 ‘우리 고장의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수업에서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
○
의한 물건들’ 책을 읽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 환경 문제 해결 방법에 대
해 모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었으며, 모둠 활동에서는 모둠의 리더로서 토의·토론 활동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함.
○○○학생은 교과융합 STEAM 프로그램‘우리 고장의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수업에서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
의한 물건들’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인 글 읽기 활동
을 수행하여 자료·정보 활용 역량이 길러졌으며, 모둠 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십이 돋보이는 학생임.

수학

○○○학생은 교과융합 STEAM 프로그램 ‘우리 고장의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에서 일차함수를 활용한 데이터 검증 활동
에서 모둠원들 각각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을 이끄는 등 모둠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임.
환경 투어 활동에서는 부스 운영 도우미로 활동하며 다른 학생들이 원활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하수준의
학생이 방문하였을 때 눈높이에 맞는 수학적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돋보임.
○○○학생은 교과융합 STEAM 프로그램 ‘우리 고장의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에서 모둠 활동시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일차함수의 식을 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조리 있게 설명하였고, 모든 활동에서 성실하
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태도 및 실천 역량이 돋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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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학생은 교과융합 STEAM 프로그램 ‘우리 고장의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활동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
○
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과학적 원리 및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하였으며,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
고 있음.
○○○학생은 교과융합 STEAM 프로그램 ‘우리 고장의 환경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활동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구성 능
력이 뛰어났음. 특히 조건문을 활용한 함수 및 발명품 기능의 표현을 매우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간단하
게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였음.
○○○학생은 다른 모둠의 프로그램의 과학적 원리 및 프로그램 구동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 적용될
때의 의의와 한계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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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STEAM 수업의 실행
1. 본시 수업 흐름도
1차시

주제 :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

평가 기준

도입

전개

정리

CO

거꾸로수업 과제 확인 - 책을 읽고 내용 요약 및 환경 문제 인식
오늘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광고 제시

거꾸로수업 - 책 읽기 활동 및
내용 요약 활동

CO

우리 고장 환경 문제 탐색하기 - 책과 관련지어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 탐색

TIP
모둠별 질의응답과 토의·토
론 활동으로 최적의 아이디어 찾기
활동 전개

CO

CD

NIE로 선정된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에 대해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기법을
통해 최적의 아이디어 선정하기, 선정한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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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거꾸로수업 - 프로그램 기본
매뉴얼 익히기

CD

(동시) 스크레치 구현(이미지 구현, 기능 코딩)
(동시) 환경 문제 변인 탐색 및 변인 사이의 관계 설정
(동시) 모둠 프로젝트 요약 차트 만들기

TIP
모둠별(4~5명) 역할을 분담하
여 프로그래밍 팀과 변인 탐색 및
요약 차트 만들기 팀으로 나누어 동
시 진행

ET

모둠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요약 차트 함께 나누기

CO

CD

주제 : 프로젝트 활동 공유를 위한 환경 투어

단계

평가 기준

방 법

 꾸로수업 과제 확인 - 스크레치 변수 선언 및 함수 조건에 따른 스트라이프 과
거
제 확인
모둠별 프로젝트 요약 차트 확인

TIP
거꾸로수업 - 스크레치 변수
선언 및 함수 관련 과제

CD

(동시) 변수를 활용한 일차함수 조건 코딩
(동시) 환경 투어 준비 - 타 모둠 프로젝트 차트를 보고 질문 및 건의 사항 작성
모둠별 프로젝트 전시 부스 운영 - 환경 투어 실시
환경 투어 실시 후 개선 아이디어 정리 및 공유

모둠별(4~5명) 역할을 분담하
여 프로그래밍 팀과 환경 투어 준비
팀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함

ET

모둠 프로젝트 최종 확인 및 배움 목표 달성 점검

CO

도입
CO

CO

정리

방 법

거꾸로수업 과제 확인 - 스크레치 기본 기능 및 예시 과제 확인
교사가 제작한 환경 발명품 시뮬레이션 시연

CO

3차시

전개

모둠별로 문제 해결 과정과 구
체화 단계에 대한 토의 및 점검

평가 기준

CO

정리

모둠 프로젝트인 문제 해결 과정(학습지), 구체화하기(도면) 함께 나누기

주제 : SW 교육을 통한 아이디어 구현하기

단계

전개

TIP

TIP

ET

2차시

도입

방 법

CO
ET

TIP

TIP

프로젝트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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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STEAM 교수·학습 지도안
국어: 4. 1) 질문하며 읽기
기술: Ⅳ. 기술과 발명 1-2.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대상

중학교 2학년

배움 목표

1. 글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2. 우리 고장 환경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차시

1/3

수업 모형

모둠별 협력 학습, 협력적 탐구 수업 모형, 팀 티칭 수업 모형

단원명

창의·인성
지도 요소

협력 기법

창의성
인성

학습
흐름도

수업 시작

교사용

PPT, 도서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존 라이언 지음)’
토의·토론 활동지

학생용

교과서, 필기구, 거꾸로수업 활동지, 신문 기사문

거꾸로수업
과제 확인

동기 유발

교수·학습 활동
교사 활동
인사 및 출석 확인
팀 티칭 수업 소개
- 국어교사(T1), 기술교사(T2) 소개
<T1>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을
읽고 활동지를 작성했는지 확인한다.
- 7가지 물건이 지구를 살리는 이유 파악하기
-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 책 내용과 관련지어 우리 고장 환경 문제 탐색
하기(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우리 고
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탐색하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광고를 제시한다.

학생 활동
인사 및 수업 준비

참여학습 전략
및 유의점
·팀 티칭 수업으로
<활동1>은 국어교사
가 <활동2>는 기술교
사가 진행함을
안내한다.

각 모둠별로 모둠 친구들이 읽
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읽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활동지에 잘 정리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늘날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각 모
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모둠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
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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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7분)

책임, 약속, 의사소통 능력(배려, 경청), 의사결정 능력, 행동 실천력

■ 협동 ■ 의사소통 ■ 토의·토론

교수·학습 자료

단계
(시간)

몰입, 호기심/흥미, 사고의 확장, 사고의 수렴, 개방성, 문제 해결력, 발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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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목표
제시
도입
(7분)

배움 목표
1. 글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2.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팀 티칭 수업으로 <활동1>은 국어교사가
<활동2>는 기술교사가 진행함을 안내한다.

수업 과정
안내

거꾸로수업 활동지, 환경 문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모둠별로 준비시킨다.

·PPT

수업 안내도에서 <활동1>과
<활동2> 내용을 확인한다.
·토의·토론
활동지 배부

활동지를 확인한다.

토의·토론 활동지를 배부한다.

학생 활동
제시

활동 1

● NIE 수업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 탐색하기’
-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 관련 기사문 검색

·NIE 수업
·협력 학습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
선정하기

각 모둠별 친구들이 과제로 작성한 거꾸로수
업 활동지 내용을 돌려가면서 읽는다.
- 친구들 의견을 종합하여 책 내용과 관련된 우
리 고장의 환경 문제를 선정한다.

책을 읽고 책 내용과 연계하여
우리 고장의 어떠한 환경 문제를
떠올렸는지, 모둠 친구의 의견을
서로 비교해 본다.

우리 고장
환경 문제
탐색하기

각 모둠별로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물건을 선
정하고,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다른 모둠의 발표를 집중해서
듣는다.

< 0 반 예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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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33분)

30

모둠

지구를 살리는 물건

환경 문제

1

자전거

미세 먼지(대기 오염)

2

빨랫줄

기후 변화

3

타이 국수

수질 오염

4

콘돔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개선

5

천장 선풍기

에너지 낭비, 절약

6

무당벌레

토양 오염

7

공공도서관

쓰레기(폐기물) 투기

각자 준비한 신문기사 중 모둠별로 선정된 환
경 주제와 가장 관련 있는 기사문을 선택한다.

모둠별 환경 문제 내용이 중복
될 경우는 모둠 친구들의 다른 의
견 중 하나를 골라 주제를 선정한
다.

기사문에 나타난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에 대
해 적게 하고, 환경 문제의 원인을 ‘특성 요인도
분법’으로 찾는 활동을 진행한다.

친구들과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성
요인도 분석

<특성 요인도 분석법>
(환경 문제)

(토의를 통해 환경 문제의 원인을 분류화하기)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학생 활동
제시

활동 2

●협
 력적 탐구 수업 ‘환경 문제 해결 아이디어 찾아 구상도 그
리기’
- 아이디어 확산·수렴 기법으로 해결 방법 찾기

·협력적 탐구 학습
·토의·토론

모둠별 활동 안내
학생 활동
제시

우리 고장
환경 문제
해결하기

학습지
정리하기 및
구체화하기
(구상도
그리기)

- 모둠별로 아이디어 확산적 사고 기법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동 1의 환경 문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아이
디어를 생성한다.
- 생성한 아이디어 중 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 모둠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학습지에 옮겨 적고, 간단하게 구상도를 그린다.
<T2>
모둠별로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확산적
사고 기법(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마이맵,
스캠퍼, 트리즈 등)을 선택하게 하고, 활동 1의
환경 문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둠별로 확산적 사고 기법을
선택한다.
확산적 사고 기법으로 친구들
과 협력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생
성해 낸다.

생성된 많은 아이디어 중 수렴적 사고기법
(PMI, ALU, 역브레인스토밍 등)을 활용하여 최적
의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렴적 사고 기법으로 친구들과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역할 분담을 통해 학습
지 정리하기와 구상도 그리기를 지도한다.

역할을 분담하여 학습지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제도 규칙에 맞게
구상도를 그린다.

<확산적 사고 기법 : 스캠퍼(SCAMPER)>
SCAMPER

문제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 1

문제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 2

S(Substitute)
C(Combine)
A(Adapt)
M(Modify)
P(Put to other uses)
E(Eliminate)
R(Rearrange)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학습지, 도면 그리기)을
가지고 의견 나눔 활동을 유도한다.
- 배움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한다.
- 자기평가지 및 모둠 내 동료 평가지를 작성하
면서 모둠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성찰
하고 다음 수업 활동에 적용한다.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에 관해 의
견을 나눈다.

차시 예고

차시 예고 및 모둠별 과제 제시
-‘스크래치 프로그램 거꾸로수업’
스
 크래치 프로그램에 대한 거꾸로수업을 안내
하고 미리 듣고 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음 차
시에 필요한 내용과 과제를 제시한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확인
한다.
- 거꾸로수업 및 스크래치 프로그
램에 대한 간단한 이해

인사

끝인사 하기

자기 평가지, 모둠 내 동료 평가
지를 작성하면서 모둠 친구와 자신
의 수업 참여도를 평가한다.

인사한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정리
(5분)

프로젝트
활동 점검
및
활동 내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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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수·학습 지도안
과학 : Ⅲ-1. 기권, Ⅲ-3. 날씨의 변화, Ⅵ-2. 에너지
수학 : Ⅴ일차함수 1-3. 일차함수의 활용

대상

중학교 2학년

배움 목표

1. 선정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과학적 이론 및 변인의 인과 관계에 대해 이
해할 수 있다.
2. SW 코딩을 위해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고 조건문, 제어,
변수 등의 코딩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3. 일차함수식을 구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차시

2/3

수업 모형

모둠별 협력 학습, 협력적 SW 융합 탐구 수업 모형, 팀 티칭 수업 모형, 거꾸로 학습 모형

단원명

창의·인성
지도 요소
협력 기법

창의성
인성

몰입, 호기심/흥미, 사고의 확장, 사고의 수렴, 개방성, 문제 해결력, 발표력
책임, 약속, 의사소통 능력(배려, 경청), 의사결정 능력, 행동 실천력

■ 협동 ■ 의사소통 ■ 토의 · 토론
교사용

PPT, 거꾸로수업 과제, 스크래치 매뉴얼 - 모둠별 산출물에 맞춤 기능 제공, 모둠별 발
명품 설계 계획서 및 디자인

학생용

교과서, 필기구, 거꾸로수업 활동지, 스마트 패드, 발명품 설계 계획서 및 디자인, 활동지

교수·학습 자료

단계
(시간)

교수·학습 활동
학습 흐름도

수업 시작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인사 및 출석 확인
팀 티칭 수업 소개
- 과학교사(T1), 수학교사(T2) 소개

인사 및 수업 준비

참여학습 전략
및 유의점
·팀 티칭 수업으로
<활동 1>은 과학교
사가, <활동 2>는 과
학ㆍ수학교사가 함
께 진행

<T1>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거꾸로수업
과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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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7분)
동기
유발

스크래치의 기본 기능을 거꾸로수업을 통해 이
해하고 파악했는지 점검한다.
- 스크래치 기본 기능 정리하기
- 거꾸로수업 마지막에 제시한 과제 수행 점검
● 과제 : 제시된 예시의 응용
1) 과제 1 : 이벤트 + 제어 + 소리
2) 과제 2 : 스트라이프 넣기 + 이벤트 + 제어
+ 스트라이프 형태 or 동작
교사가 미리 제작한 환경 발명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학생들에게 기능과 작동 과
정을 예시로 보여준다.

거꾸로수업 점검 활동지에 관
련 기능을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
하고, 2명 당 패드 1대를 부여하여
스크래치 과제 2가지를 코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시를 보고 자기 모둠의 발명 ·모둠원 모두가 자
품을 어떤 형태로 구현할 것인지 신의 의견을 자유롭
게 이야기하도록 지
모둠원들이 서로 의논한다.
도한다.

배움 목표
배움
목표
제시

1. 선
 정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과학적 이론 및 변인의 인과 관계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2. SW 코딩을 위해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고 조건문, 제어, 변
수 등의 코딩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3. 일차함수의 식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PPT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수업
과정
안내

수업 안내도에서 <활동 1>과
<활동 2> 내용을 확인한다.
-활
 동 1, 2의 활동지를 확인한다.
-활
 동 1에 참가할 모둠원을 선
정한다.
-활
 동 2에 참가할 모둠원을 선
정한다.
-활
 동 1을 위한 활동지와 활동 2
를 위한 활동지를 각각 받는다.

거꾸로수업 활동지, 모둠별 매뉴얼, 환경 문제
와 관련된 신문기사 및 전 차시에 작성한 산출물
설계 계획서를 모둠별로 준비시킨다.

준비된 스크래치 기능 공통 매 ·스크래치 모둠별
뉴얼과 모둠별 맞춤 기능 활동지 매뉴얼 배부
- 공통 매뉴얼과
매뉴얼을 확인한다.
모둠별 기능 활동지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활동지 매뉴얼로 구분하여
배부
를 확인한다.

활동 1을 위한 공통 매뉴얼과 모둠별 맞춤형
기능 매뉴얼 활동지를 배부한다.
활동 2를 위한 활동지를 배부한다.

학생
활동 제시

활동 1

SW 융합 과학 수업
‘환경 개선 발명품 코딩 기초 작업하기’
(활동 2와 동시 진행)

·SW 융합 수업
·협력 학습

전 차시에 작성한 설계에 기초하여 충실히
재현될 수 있도록 이미지 디자인을 다듬어 제
작하도록 한다.

모둠별 산출 아이디어의 이미지를
스크래치의 스프라이트로 구현한다.
- 미리 캡쳐하여 준비한 이미지를 벡
터 형태로 변환하여 삽입하고, 색을 입
히고 형태를 다듬는 디자인 과정을 수 ·SW 수업
행한다.
·이미지 제작

제작된 산출물이 적용될 장소의 배경 작
업을 통해 시뮬레이션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
도록 안내한다.

배경이 되는 사진 또는 이미지를
삽입한다.

모둠별로 준비한 산출 아이디어 계획과 거
산출 아이디어
기능 코딩하기 꾸로수업을 통해 익힌 기본 기능을 이용하여
발명품의 움직임을 구현하도록 한다,
- 교사가 산출 아이디어 계획을 토대로 하여
제작한 공통 매뉴얼과 모둠별 맞춤 매뉴얼 2
가지를 제공한다.
- 제공된 매뉴얼을 기본으로 반드시 응용하
여 모둠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둠별 환경 문제 개선 발명품이 갖
고 있는 주요 기능 중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능을 토대로 하여 삽입된
이미지가 기능대로 작동되고 움직이도
록 프로그래밍한다.
- 1단계 : 이벤트 조건을 설정한다.
- 2단계 : 정해진 이벤트에 따라 작동
될 기능을 설정한다.
- 3단계 : 각 기능의 구현을 여러 명
령어를 조합하여 만들고, 프로그래밍
이 처음인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한 매
뉴얼을 심화 응용하는 형태로 제작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적인 소양이 쌓인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을 제작한다.

산출
아이디어
이미지
구현하기

전개
(33분)

·SW 융합 과학수업
의 <활동 1>은 모둠별
산출물을 스크래치에
이미지로 넣는 작업
과 함께 배경을 구성
하고, 산출물의 움직
임 또는 기능을 구현
하도록 안내한다.

팀 티칭 방식을 안내한다.
- 활동 1, 2가 동시에 운영(모둠별 2명 / 2~3명)
- 활동 1에 참여하는 모둠원
1) 프로그래밍 코딩- 시뮬레이션 완성
- 활동 2에 참여하는 모둠원
1)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경 문제의 주요 변인
선정 및 변인의 인과관계를 일차함수로 간단하
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고 표와 그
래프로 표현
2) 모둠 프로젝트 요약 차트 작성 : 주제 선정
이유 및 실태 - 아이디어 설명 - 산출물 설명 및
기대 효과

·SW 수업
·기본 기능 구현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환경 변인의 변화
에 따라 발명품의 작
동이 달라지는 단계
는 다음 차시 거꾸로
수업을 통해 기본 바
탕을 쌓은 후 만들
것을 미리 공지한다.
·2차시에는 함수
조건을 제외한 기본
적인 움직임과 함수
의 결과에 따라 작동
하는 초기 및 결과
움직임만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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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학생 활동 제시

SW 융합 수학 수업
‘일차함수로 표현하는 우리 모둠 환경 발명품’

·협력적 융합 탐구 학습
·자료 분석 및 프로그램 함수
조건 확정
·모둠 발명품 요약 차트
제작

모둠별 활동 안내
- 활동 2에 참여하는 모둠원들은(2~3명) 전 차시에 사용한 신문 기사와 제공된 스마트 패드의 검색 기능
을 이용하여 관련 환경 문제에 작용하는 환경 요인 또는 변인을 찾고, 그 변인들이 발명품이 적용되었을
때 어떤 데이터의 양상을 띠게 될지 가정한다. 변화 전후의 데이터는 이해가 편한 일차함수식으로 표현하
고 그래프와 표로 정리하도록 한다.
- 모둠별 프로젝트 요약 차트를 작성한다.
[주제 선정 이유 및 실태 - 아이디어 설명 - 산출물 설명 및 기대 효과]

환경 문제
변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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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사이에
작용하는 관계
및 가설 설정

가설 및 가정에 따라 환경 요인이나 변인
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상의 데이터 표를 만
든다. 결과 데이터값은 일차함수에 따라 변
하는 값으로 설정하되 기울기와 절편, 그래
프의 시작점과 같은 조건들은 학생들이 자유
롭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변인 2가지, 발명품의 효과 및
원리, 발명품이 적용되기 전후의 변인
데이터 표 및 그래프, 발명품이 작용되
는 장소 및 배경 상황 등이 들어간 ‘우
리 모둠 발명품 요약 차트’를 B4 1장으
로 제작한다.

배움 정리

배운 내용과 오늘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다.
- 스크래치의 기본 기능
- 활동 1, 2의 과정 및 결과

배움 정리 과정을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한다.

형성 평가를 실시한다.
- 배움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한다.

형성 평가 문제를 풀면서 배움 목표
도달 정도를 파악한다.
-변
 인 사이의 인과관계 및 발명품
효과의 과학적, 수학적 원리

활동 내용 평가

자기 평가지 및 모둠 내 동료 평가지를 작
성하면서 모둠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
는지 성찰하고, 다음 수업 활동에 적용한다.

자기 평가지, 모둠 내 동료 평가지
를 작성하면서 모둠 친구와 자신의 수
업 참여도를 평가한다.

차시 예고

차시 예고 및 모둠별 거꾸로 수업 과제
제시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 함수 조건 삽입에
따른 스프라이트의 움직임 조작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확인한다.
-함
 수 조건에 따른 발명품의 움직
임 구현
-요
 약 차트, 패드를 이용한 환경 매
스 투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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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발명품이 변인에 어떤 영향을
제시된 주요 변인들을 살펴보고, 환
주는지 가정 및 가설을 세운다.
경 개선 발명품이 적용되었을 때의 결과
변인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일차함수
의 관계로 가정하고, 가정의 근거를 과
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도록 한다.

우리 모둠
발명품 요약
차트 만들기

형성 평가 및
자기점검

정리
(5분)

<T2>
교사의 수업 안내 내용을 경청하며
선정한 환경 문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 듣는다. 지난 차시에 사용된 신문 기
인들을 지난 차시의 신문과 도서, 인터넷 검색 사와 스마트 패드의 뉴스 자료를 분석
을 통해 분석하여 2가지를 선정한다.
하여 선정한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으
며 인과관계가 있는 변인 2가지를 선
정한다.

끝인사 하기
인사한다.

·원인이 되는 변인
과 결과값이 되는 변
인 사이의 관계를 이
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일차함수의 관
계로 만드는 것을 학
생들에게 알려주고,
실제 상황에서는 정
확한 일차함수가 되
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선형회기분석 틀 사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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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수·학습 지도안
과학 : Ⅲ-1. 기권, Ⅲ-3. 날씨의 변화 Ⅵ-2. 에너지
수학: Ⅴ일차함수 1-3. 일차함수의 활용

대상

중학교 2학년

배움 목표

1. SW 코딩을 위해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고 조건문, 제어,
변수 등의 코딩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제작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실제적 효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3.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생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시

3/3

수업 모형

모둠별 협력 학습, 협력적 SW 융합 탐구 수업 모형, 팀 티칭 수업 모형

단원명

창의·인성
지도 요소

협력 기법

창의성
인성

몰입, 호기심/흥미, 사고의 확장, 사고의 수렴, 개방성, 문제 해결력, 발표력
책임, 약속, 의사소통 능력(배려, 경청), 의사결정 능력, 행동 실천력

■ 협동 ■ 의사소통 ■ 토의 · 토론
교사용

PPT, 환경 투어 활동지, 거꾸로 수업 활동 점검지

학생용

교과서, 필기구, 거꾸로수업 점검지, 스마트 패드, 환경투어, SW 활동지,
스크래치 매뉴얼

교수·학습 자료

단계
(시간)

교수·학습 활동
학습 흐름도
교사 활동

수업 시작

인사 및 출석 확인
팀 티칭 수업 소개
- 과학교사(T1), 수학교사(T2) 소개

학생 활동
인사 및 출석 확인

<T1>
거꾸로수업
과제 확인

선수 학습
확인

동기 유발

과제 1, 2, 3을 확인하고, 이해
하지 못한 부분은 옆의 모둠원 또
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이전에 학습한 일차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을
점검한다.

일차함수식을 구하기 위한 필
요한 조건을 상기한다.

<일차함수의 식을 구하기 위한 조건>
① 기울기와 y절편을 알 때
② 기울기와 직선 위의 한 점을 알 때
③ 직선 위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알 때

환경 투어 활동에서 발표력, 산출물의 완성도 등을 토대로 최우수 모둠을 선정함
을 안내한다.

·팀 티칭 수업으로
<활동 1>은 과학교사
가, <활동 2>는 수학
교사가 진행함을 안
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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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7분)

스크래치의 변수 선언 및 함수 조건에 따른 스
트라이프 예시 응용 과제 확인
- 과제1. 변수 선언 및 정의하기
- 과제2. 변수를 활용한 함수 만들기
- 과제3. 함수를 이용한 스트라이프 조작

참여학습 전략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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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목표
배움 목표
제시

1. S
 W 코딩을 위해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고 조건문, 제어,
변수 등의 코딩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제작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실제 효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3.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생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팀 티칭 수업으로 <활동 1>은 과학교사가,
<활동 2>는 수학교사가 진행함을 안내한다.

수업 과정
안내

학생 활동
제시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전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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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안내도에서 <활동1>과
<활동2> 내용을 확인한다.

거꾸로수업 점검지, 스크래치 매뉴얼을 준비
한다.
함수 활용 SW 활동지를 배부한다.

활동 1

·PPT

활동지를 확인한다.

일차함수를 적용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이 이렇게 달라져요’

·활동지 배부

·협력 학습

변인을 활용한
일차함수
조건 코딩

모둠별 발명품의 변인 2가지를 이용해 일
차함수 조건 코딩을 한다.
- 지난 차시에 만든 일차함수와 변인 2가지
를 준비하도록 한다.
- 준비된 변인을 스크래치의 변수로 선언하
고 정의한다.
- X 변인과 Y 변인이 모둠별로 산출한 일차
함수 조건에 맞도록 정의한다.
- Y 변인은 발명품이 적용된 새로운 변인을
포함하여 Y1, Y2로 구분한다.

거꾸로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 ·SW 코딩
으로 하여 변인을 활용한 일차함수를
·모둠마다 일차함
코딩한다.
수와 변인이 다 다르
고 일차함수를 여러
개 활용할 수도 있으
므로 지속적인 교사
의 도움을 요청하도
록 지도한다.

일차함수
조건에 맞춘
스트라이프
움직임 구현

지난 차시에 구현한 스트라이프의 움직임
과 일차함수의 X, Y값을 연동하는 작업을 하
도록 한다.

스트라이프의 움직임과 일차함수
의 변인 값이 연동되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사
 전에 제시한 모둠별 맞춤 매뉴얼
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동시활동)
환경 투어 준비

환경 투어 준비
-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작하는 모둠원 이
외에 지난 차시에 요약 차트를 제작한 모둠원들
은 프로그램 제작 진행 과정을 확인하면서 과학
과 수학 이론으로 만든 데이터와 표, 그래프가 프
로그래밍으로 정상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도한다.

프로그램 제작 팀과 환경 투어
준비 팀으로 구분한다.
환경 투어 팀은 지난 차시에 요
약 차트를 만든 모둠원으로 구성
한다.
차트의 내용과 프로그래밍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다른 모둠의 학생들에게 우리 모둠의 발명품
의 원리와 효과, 시뮬레이션의 결과 배경을 설명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지도한다.

환경 투어를 할 때 다른 모둠
의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발명품의 제작 배경, 원리, 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
의 근거 등을 준비한다.

·모둠별 맞춤 매뉴
얼을 이용할 때 단순
히 따라할 경우 평가
에서 감점이 됨을 공
지한다.
·모둠별로 다른 SW
코딩이 되므로 교사가
부지런히 순회하며 피
드백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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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환경 전문가 프로젝트 공유 및 검증 활동
- 환경 투어

· 협력적 탐구 학습
· 토의·토론

모둠별 활동 안내
<환경 투어 준비>
●

프로젝트 설명서, 프로그래밍한 시뮬레이션(스마트 패드), 활동지
전시된 모둠별 프로젝트 설명서의 아이디어 생성 과정을 살펴보고, 의문점이나 추가 건의할 사항이 있는
지 생각한 후 질문지에 적는다.

● 

<환경 투어 안내>
모둠별 프로젝트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모둠 내에서 부스 운영자, 부스 체험자로 역할을 나누어 체험을 실시한다.
● ‘둘

남고 둘 가기’를 기본으로 하여 2명이 부스를 운영하고, 2~3명은 다른 모둠을 찾아가 부스를 체험한다.
● 부스 체험 후 활동 결과를 공유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 부스별 체험 활동에 대한 미션을 완성하면 확인 스티커를 배부한다.
● 스티커는 ‘클린 울산 만들기’ 맵에 부착한다.
- 환경친화적인 이미지의 스티커 사용
- 스티커가 많이 모일수록 클린 울산을 만들 수 있다.
●
●

<환경 투어 미션>
1> 모둠별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 → 답변 들어보기
2> 일차함수를 이용해 프로젝트 산출물 효과 검증해 보기
3> 모둠별 미션 완성 후 스티커를 받아 맵에 붙이기
<칠판 활용 계획>

<T2>
프로젝트 설명서의 아이디어 생성
과정을 검토해 보고, 의문사항이나 건
의사항을 포스트잇에 적는다.

부스 운영 도우미는 준비물을 위치시켜 부
스 설치를 하고, 체험자는 질문지를 취합하여
투어 준비를 하도록 한다.

원활한 체험 활동을 위해 자신에 역
할에 맞는 준비를 한다,
·도우미의 역할
도우미는 체험을 확
자신의 역할에 맞는 체험 및 운영 인하는 감시자가 아
니라 체험자의 원활
을 실시한다.
한 체험을 지원해 주
체험 미션 완성 후 자신의 모둠으로 는 조력자의 역할을
돌아와 체험한 활동을 공유한다.
하도록 유도한다.

준비 상태가 확인되면 투어 활동을 시작
하도록 한다.
부스별 미션을 완성하면 모둠으로 돌아
와 모둠원들과 활동 결과를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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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된 프로젝트 설명서를 살펴보고, 아이
디어 생성 과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포스트잇
에 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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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내 공유 체크 포인트>
- 도우미 활동 중 받은 질문이나 개선 건의 사항 공유
- 체험 활동 중 질문지에 대해 해결해 온 답 공유
- 기타 체험 활동 중 경험한 공유 사항
- 체험 활동 중 발견된 문제점이나 추가 아이디어를 반영한 발전 계획 수립
활동 결과
공유 및
피드백

투어 활동에 대한 모둠 내 공유 활동을 종
합하여 Q&A 모음판에 질문 및 답변 포스트
잇을 붙이도록 한다.

모둠 내 협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모
음판에 붙인다.

미션 완성 후 받은 스티커는 스티커 모음
판에 붙이도록 한다.
개선 아이디어
발표

모둠별 Q&A 모음에서 질문사항 및 건의사
항을 반영한 추가 아이디어가 있는 모둠은 발
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한다.

모둠별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 계획
을 수립한 모둠은 발표한다.

추가질문 사항이 있는 모둠은 질문하도록
하고 피드백을 한다.

추가 질문이 있는 모둠은 질문한다.

스티커 모음판 ‘클린울산 만들기 맵’을 확
인하며, 환경 실천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모여
‘깨끗한 내 고장’ 나아가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혼자서는 어려워 보이는 일도 여럿
이 힘을 모으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활
동을 통해 느낀다.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을 추가 아이디어를
프로젝트 활동
반영하여 최종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점검

추가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을 최종 정리한다.

배움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한다.
자기 평가지 및 동료 평가지를 작성하면
서 모둠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성
찰한다.

자기 평가지, 동료 평가지를 작성하
면서 모둠 친구와 자신의 수업 참여도
를 평가를 한다.

활동 내용 평가
정리
(5분)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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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하기

인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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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STEAM 수업 교수·학습 보조 자료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국어

배움 목표

글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
을 수 있다.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
(존라이언 지음, 출판사 : 그물코)

모둠

STEAM
준거

이름
‘거꾸로수업’
활동지

●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은?
(
● 우리 모둠이 선택한 지구를 살리는 불가사의한 물건은?
(

상황 제시

)
)

사고(思考)뭉치 1 책과 대화하기
1. 우리 모둠이 읽은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2. (

)이 지구를 살리는 물건인 이유는?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3.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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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물건도 관심 갖기!
- 내가 궁금한 지구를 살리는 다른 물건은? (

)

-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사고(思考)뭉치 2 NIE 활동
1. 우리 고장 환경 문제 탐색하기
- 우리 고장에서는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실제 우리 고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지구를 살리는 물건

제기된 환경 문제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

<예시> 자전거

대기 오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하여~

2. 신문 기사 검색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관련 기사를 스크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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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배움 목표
국어.기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
여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
성할 수 있다.

학번
이름
모둠 토의·토론
활동지

STEAM
준거

상황 제시

사고(思考)뭉치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1.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 탐색하기
- 모둠별로 준비한 환경 관련 신문기사를 읽어보자.
→ 기사문에 나타난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에 대해 적어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
·신문기사 내용 요약

·환경 문제의 원인 찾기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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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요인도 분석법(물고기 뼈 도표 그리기)>

(환경 문제)

(토의를 통해 환경 문제의 원인을 분류화하기)

2. 환경 문제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하기 - 구체화하기
→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생성 - 최적 아이디어 선정하기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생성: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SCAMPER TRIZ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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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PMI, ALU, 역 브레인스토밍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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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한 최적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제도 규칙에 맞게 구상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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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 내용 요약
‘녹색 시민 구보씨의 하루’로 우리에게 알려진 저자가 지구 환경 보호와 우리 삶에 긍정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
(존라이언 지음,
출판사: 그물코)

적인 기여를 하는 7가지 물건을 골라 소개한다. 현재 노스웨스트 환경기구의 상임 연구
원이며 ‘노스웨스트 주’ ‘위험한 인쇄물’ 등을 썼다. - 출처:www.yes24.com
7가지 물건들의 각 내용 분량이 약 10~15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중학생 독자들
이 읽기에 약 1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책 부록에서는 각 물건이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
는지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는 등 이해를 돕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교재로 판단된다.

■ 지구를 살리는 첫 번째 불가사의 : 자전거
자전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전거는 지금까지 발명된 교
통수단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 같은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자전거를 탄 사람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
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한다. 걷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오히려 3배나 더 에너지를 소비한다. 자전거
를 타는 사람이 내쉬는 숨은 비를 산성화시키지 않고, 일산화탄소나 먼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자전거
는 화석연료가 아닌 탄수화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도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닦고 포장할 필요도 없다.
만약 지구의 모든 사람이 미국인들처럼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마 지구는 자동차가 내뿜는 매
연으로 질식할 것이다. 그뿐인가? 많은 나라가 도로와 주차공간을 마련하느라 재정 문제에 빠지고, 세계의 식량 생산
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만큼 자동차를 위한 포장도로를 건설하려면 경작지의 40%를 도로로
바꾸어야 한다. 한 마디로 자전거는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 경제적이고, 건강에 좋으며,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
전거야말로 자동차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 지구를 살리는 두 번째 불가사의 : 콘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억 번의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35만 명의 사람들이 성병에 전염되며, 100만 명의 여성들이
임신을 하는데, 그중 절반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1세기 전에 발명된 콘돔은 20세기 말 인류가 직면한 성병과 임신
그리고 인구 폭발을 동시에 막아주는 위대한 발명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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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은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다. 하지만 콘돔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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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용되는 자연산 고무 라텍스는 합성고무와는 달리 생태적인 피해가 훨씬 적고, 콘돔 한 개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
는 고무의 양도 아주 적다. 자동차 바퀴 하나에 들어가는 고무로 1,100개의 콘돔을 만들 수 있다.

■ 지구를 살리는 세 번째 불가사의 : 천장 선풍기
미국에서 에어컨이 차지하는 전기 소비량은 전체 전기 소비량의 6분의 1에 달한다. 전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이지만, 전기 소켓에서 흘러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산성비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연어를 멸종시키며,
핵폐기물과 그 밖의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에어컨 한 대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지만, 선풍기는 중형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기의 10분의 1만으로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켜 시원함을 느
끼게 하고, 방 안의 공기를 순환시켜 방을 시원하게 만든다.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 지구를 살리는 네 번째 불가사의 : 빨랫줄 또는 건조대
요즘은 많은 아파트 단지와 단독 주택 단지에서 주택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빨랫줄 사용을 금기시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트럼세탁기나 건조기를 애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럼 세탁기는 일반 세탁
기보다 전기가 훨씬 많이 든다. 반면 빨랫줄은 태양과 바람만 있으면 저절로 빨래가 마른다. 빨랫줄에 말린 옷은 냄
새가 좋고, 정전기를 일으키지 않으며, 옷감이 덜 상한다. 게다가 햇볕에 빨래를 말리는 것은 세탁기 통 안에서 전기
로 말리는 것보다 살균력이 좋다.

■ 지구를 살리는 다섯 번째 불가사의 : 타이 국수(쌀국수)
타이 국수를 이 목록에 넣은 것은 주재료가 쌀과 채소이기 때문이다. 타이 국수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지방질이 적으
며, 육식 위주의 식단에 비해 환경적인 부작용이 적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육식 국가로, 한 사람이 일 년에 120킬로
그램 정도의 고기를 먹는다. 북미에서 축산은 가장 심각한 수질 오염원이며,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분이다. 또
한 토양 침식의 주요한 원인이자, 습지와 초원이 사라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가축은 곡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
는 장본인이다.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의 국토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자라는 풀과 곡식이 가축의 먹이가 되
고 있다. 고기 1킬로그램을 얻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을 살펴보면, 소고기는 7킬로그램, 돼지고기의 경우 5킬로그
램, 닭고기는 3킬로그램의 사료가 필요하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가축 수는 사람 수보다 3배나 많으며, 미국에 있는 70억 마리의 닭, 칠면조, 소 그리고 돼지
들이 하루에 배설하는 분뇨는 400만 톤이나 된다. 이는 미국인 전체가 쏟아내는 양보다 130배나 더 많다. 우리가 선
택한 음식은 나의 건강은 물론 우리가 사는 지구의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지구를 살리는 여섯 번째 불가사의 : 무당벌레
프랑스인들은 무당벌레를 ‘하느님이 주신 좋은 생물’ 또는 ‘성모 마리아의 암소’라고 부르고, 독일인들은 ‘성모 마리아
의 딱정벌레’라고 부른다. 왜냐고? 중세 유럽 때 포도 농사를 짓던 농사꾼들이 진딧물 때문에 농사를 망치게 되자 신
에게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딱정벌레들이 나타나더니 진딧물을 모두 잡아먹었고, 이에 기뻐한
농부들이 딱정벌레를 향해 ‘동정녀 마리아(Our Lady)’라고 외치기 시작했단다.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흙은 결코 오물 덩어리가 아니다. 흙은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흙에 사는 생물체는 1헥
타르 면적의 경작지에서 일 년에 1톤의 새로운 흙을 만들어 낸다. 흙에 사는 곰팡이, 세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은
흙을 생산하고, 식물이 흙에서 흡수하는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살충제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해충뿐 아니라 꽃가
루를 운반하고, 쓰레기를 분해하며, 흙을 만들어 내는 이로운 생명체들도 함께 죽인다. 40년 전 레이첼 카슨은 ‘침묵
의 봄’이라는 책에서 살충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살충제로 인해 새들이 죽으면, 봄이 와도 더 이상 새들의 노랫소리
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하나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북미의 한 도서관은 일 년에 평균 10만 권의 책을 빌려주고, 5,000권 정도의 책을 구입한다. 도서관 하나를 지으면
일 년에 50만 톤의 종이가 절약되고,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5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다.
한마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됨으로써 수많은 생물 종이 멸종하는 것을 도서관이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
가 공공도서관은 가장 민주적인 제도이다. 공공도서관은 무료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에게 보다 좋
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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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살리는 일곱 번째 불가사의 : 공공도서관

구실도 한다.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필요한 것은 빌려 쓰고 중고품을 구입하며, 고장난
것은 가급적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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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모둠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배움 목표
SW·과학

이름

1. 환
 경 개선 발명품 코딩을 위한 조건문, 제어, 변수 등의 기
법을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수업’
활동 점검지

STEAM
준거

창의적 설계

3. 거꾸로수업에서 제시한 예시 과제 2의 응용 스크립
트를 작성해 보자.
예시 과제 2. 스트라이프 + 이벤트 + 제어 + 형태 or
동작 활용

기본 기능 이해 코딩 용어 및 기능
1. 다음 빈 괄호 안에 제시된 스크래치 기능에 알맞은
스크립트 용어를 적어보자.
1)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코딩 - (

)

2) 프로그램의 반복과 조건 설정 - (

)

3) 스크래치의 화면에 삽입한 그림 - (

)

4) 화면의 스트라이프의 색, 크기의 변화 - (

)

5) 스트라이프의 움직임 조작 - (

)

6) 사칙연산 및 not, and. or 등을 코딩 - (

)

거꾸로수업 과제 점검 코딩 활동
2. 거꾸로수업 마지막에 제시한 예시 과제 1의 응용 스
크립트를 작성해 보자.
예시 과제 1. 이벤트 + 제어 + 소리 이용 코딩

4. 환경 개선 발명품 시뮬레이션 코딩 미리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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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둠 발명품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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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떤 과학적 원리가 바탕이 되었나요? 과학적 변
인은?

-발
 명품을 스크래치로 표현한다면 어떤 기능을 갖추
고 어떤 움직임을 구현하고 싶은가요?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학생용 활동지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SW·과학
수학

배움 목표

학번
이름

1
 . 환경 개선 발명품 코딩을 위한 조건문, 제어, 변수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과학적 이론 및 변인의 인과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2. 일차함수의 식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모둠 협력 학습
활동지

STEAM
준거
창의적 설계

사고(思考)뭉치 1.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 발명품 시뮬레이션 코딩하기
1. 우리 모둠 발명품의 예쁜 모습을 모아 모아~
- 지난 차시에 만든 우리 모둠의 발명품 이미지를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넣어봅시다.
→ 스프라이트 삽입 기능을 이용하여 우리 모둠의 발명품 이미지를 아래와 같이 화면에 넣어봅시다.

- 선생님이 나눠준 매뉴얼을 보고 발명품 스프라이트를 예쁘게 다듬어 봅시다.
→ 그림의 색이나 편집을 편하게 하려면 ‘벡터 이미지’ 변환이 좋답니다~

2. 거꾸로 수업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둠 발명품의 움직임을 만들어 봅시다.
→ 우리 모둠의 발명품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할까요?
● 발명품이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
히 적어주세요.
ex) 위 아래로 움직인다. 색이 변한다. 좌우로 움직인다.

→ 우리 모둠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배운 기능과 매뉴얼을 참고하여 스크래치로 구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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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품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동하는 모
습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ex) 미세먼지 농도가 80 이상인 지역에 들어가면 빨간색
으로 변하면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이미지가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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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사고(思考)뭉치 2.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 발명품 요약 설명서 만들기
1. 우리 모둠의 환경 문제 변인 선정 및 분석
- 우리 모둠의 발명품과 관련된 환경 문제의 원인과 결과 변인을 찾아봅시다.
→지
 난 차시 NIE에 참고한 신문과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 그리고 도서와 인터넷 검색을 이용
하여 주원인 변인과 결과 변인 2가지를 선정합시다.
원인 변인 :
결과 변인 :
→우
 리 모둠의 발명품이 선정한 2가지 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적고, 그 이유를 과학적,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우리 발명품이 환경에 주는 효과는? (가정 및 가설)

●왼쪽에서 정리한 우리 발명품이 가진 효과의 과학적 원
리는 무엇인가요?

3. 우리 모둠 발명품은 이러한 일을 한답니다.
- 발명품이 작용하는 변인과 결과 변인을 구분하여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우
 리 모둠 발명품이 환경 오염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원인, 결과 변인 2가지에 관련지어 설명하도록 한다.
→일
 의 효과와 기존의 데이터 표(신문, 인터넷, 잡지,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결과 데이터 표를 제작한다.
(단, 가급적 X와 Y2의 관계는 해석의 편리를 위하여 일차함수의 관계가 되도록 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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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변인
데이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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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결과 변인
(Y1)

개선된 결과 변인(Y2)

X와 Y1의 관계식

X와 Y2의 관계식

3. 1번과 2번 질문을 활용하여 우리 모둠의 발명품을 다른 모둠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요약 차트를 만들어보자.
● 차트에 들어갈 내용
1. OOO 지역의 환경 오염 실태 - 데이터, 신문 등
2. 환경 개선 발명품 제작 동기 및 목적
3. 환경 개선 발명품의 기능 및 과학·수학이론적 배경
4. 환경 개선 발명품으로 변화되는 환경 효과 - X, Y 변인, 일차함수식, 데이터 표, 그래프 등 삽입
5. 기대되는 효과 및 추후 개발 계획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프로젝트 수업 활동 평가지

‘우리 고장의 환경 전문가 되기’- STEAM 프로젝트 수업
창의·융합적 사고력이 뛰어난

2학년 (

)반 이름(

)

자기 평가

1. STEAM 프로젝트 활동에서
을 배웠다.

2. 내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이 어려웠다.

3.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점, 깨달을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이다.

4. 이번 활동에 대해 친구나 선생님의 평가를 들어 봅시다. <상호 피드백>

동료 평가- 인성 평가

■ 모둠 친구의 이름을 쓰고, 다음의 관찰 항목에 해당되는 친구를 선으로 연결하시오.(단, 자신은 제외)
관찰 항목

모둠 친구

1

모둠의 의사 결정 시 신중하게 결정한 친구

●

●

2

다른 친구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한 친구

●

●

3

모둠 내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 친구

●

●

4

친구를 배려하고 친절한 친구

●

●

모둠
(

평가 기준

)모둠

(

)모둠

(

)모둠

(

)모둠

(

)모둠

(

)모둠

종합 평가 (좋은 점)

별점
☆☆☆☆☆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설계하였는가?
환
 경개선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S
 TEAM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
는가?
시
 뮬레이션, 요약 차트를 통해 환경 인식 개
선이 되었는가?

☆☆☆☆☆
☆☆☆☆☆
☆☆☆☆☆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모둠 평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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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매뉴얼> 스크래치 기본 기능 매뉴얼
스크래치 스크립트 메뉴 - 이벤트

스크립트 설명
이벤트 : 이벤트 스크립트는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코딩 명령으로 사
용되며, 프로그램의 가장 제일 첫머리에 오는 블록으로 쓰인다.
A : 메뉴 화면의 깃발을 클릭하면 아래에 연결된 블록 프로그램 시작
B : 검은색 화살표를 눌러 키보드 상의 문자를 설정한 후 해당 문자를 누를
때 프로그램이 시작되도록 설정

A

- 키보드 화살표를 지정하여 발명품의 수동적인 움직임을 코딩할 수 있음
B

C : 스트라이프 등이 들어간 스테이지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시작

C

D : 배경을 여러 가지 삽입하면 배경의 변화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 작동
E : 여러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신호를 이
용하고 프로그램을 작동한다.

D

E
F
G

스크래치 스크립트 메뉴 - 제어

F :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호 발송
G : 신호 발송한 후 프로그램 잠시 중단

스크립트 설명

제어 : 제어 스크립트는 프로그램의 중추적인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횟
수와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여 다양한 명령이 수행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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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건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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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
 어 메뉴에서 이벤트 메뉴 다음에 주로 오는 스크립트로써, 프로그램
A

의 변수가 점차 달라지는 상황에서 계속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메뉴이다.

B

B : 간단한 조건문으로써, ~~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프
C

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한다라는 의미이다.
C:조
 건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써, ~~ 한 조건이라면 A라고 작동하지
만 만약 이것과 반대가 되는 ~~한 조건에서는 B라고 작동한다라는 의
미이다. 영어로는 if ~ not 구문과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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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스크립트 메뉴 스프라이트 넣기 및 동작 스크립트

ABCD

E

스크립트 설명

스트라이프 삽입 : 스트라이프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무대(스테이지)에서
움직이는 배경 또는 아이콘들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도록 설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A : 스크래치 프로그램 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배경 또는 아이콘을 화
면에 삽입한다.
B : 직접 그려서 스트라이프를 만든다.
C :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 파일을 불러온다.
D : 노트북이나 스마트 패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접 이미지를 불러온다.
E : 화면에 삽입된 스트라이프를 나타내주며, 스트라이프를 클릭하고 각 스
트라이프(그림)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 있다.

스트라이프를 삽입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무대(스테이지)에 해당 그림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스크립트 메뉴에 보이지 않던 동작 메뉴에 블록들
이 생성된다.

동작 : 화면에 삽입된 스트라이프의 움직임과 관련된 기능으로, 환경 개선
발명품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코딩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각도
조절부터 좌표 설정, 움직임 구현, 지정된 그림 또는 마우스 포인터, 벽으
로의 이동 등이 가능하다.

예시)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이벤트 + 동작 프로그램으로,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하여 오른쪽과 아
래쪽으로 이동하는 스크립트를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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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스크립트 메뉴 - 형태

스크립트 설명
형태 : 무대의 배경, 스트라이프 등을 조절하며, 동작 스크립트와 함께 환경
개선 발명품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메뉴이다. 기능을 크
게 세분화하면 대사, 숨기기, 나타내기, 모양 바꾸기, 크기 바꾸기, 색깔 바꾸
기, 배경 바꾸기 등이 있다.
예시)

스크래치 스크립트 메뉴 - 연산

스크립트 설명
연산 : 연산 스크립트는 일차함수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능이며, 특히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의 경우 만약 ~~라면 스크
립트와 함께 조건을 설정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확
실히 익혀둬야 한다.
예시)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스크래치 스크립트 메뉴 -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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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설명
관찰 : 관찰 스크립트는 무대 위의 스트라이프들이 달라지는 모습과 사용자
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관찰하여 스트라이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
지고 있다. 기능을 세분화한다면 접촉, 거리, 대화, 조작, 좌표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시)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스크래치 스크립트 메뉴 - 데이터

스크립트 설명
데이터 : X와 Y 변인을 만들어야 하는 이번 환경 개선 발명품 시뮬레이션
코딩에서 데이터 스크립트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능이다. 과학적
이론과 환경 오염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 오염의 원인 변인 X와 원인에
의해 오염된 변인 Y를 설정해야 할 때 사용된다.
변수 만들기를 눌러서 원하는 변인의 이름을 넣으면 왼쪽 그림과 같이 변인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예시)

예시와 같이 ‘미세먼지’라는 변인을 설정하고 난 후에는 이 ‘미세먼지’라는
변인이 어떤 변인인지 정의하고 설명하는 스크립트가 프로그램 안에 반드
시 들어가야 한다.

<개별 모둠별 맞춤 매뉴얼> - 예시 안 미세먼지량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고래 애드벌룬
스크래치 무대(스테이지)

코딩 스크립트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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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모둠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배움 목표
SW·과학

이름

1. 환경

개선 발명품 코딩을 위한 조건문, 제어, 변수 등의 기
법을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수업’
활동 점검지

STEAM
준거

창의적 설계

3. 거꾸로수업 마지막에 제시한 예시 과제2를 응용하
여 우리 모둠 발명품의 함수 스크립트를 완성해보자.
예시 과제 2.
데이터 + 변수 만들기 2개 + 변수 정의 + 연산

기본 기능 이해 코딩 용어 및 기능
1. 다음 빈 괄호 안에 제시된 스크래치 기능에 알맞은
스크립트 용어를 적어보자.
1) 프로그램의 변수를 선언하는 메뉴는? - (

)

2) 프로그램의 변수를 만드는 명령어는? - (

)

4. 거꾸로수업 마지막에 제시한 예시 과제3를 응용하

거꾸로수업 과제 점검 함수 조건 코딩 활동
2. 거꾸로수업 마지막에 제시한 예시 과제1을 응용하
여 우리 모둠 발명품의 변수 선언 스크립트를 완성
해 보자.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예시 과제 1. 데이터 + 변수 만들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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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리 모둠 발명품의 코딩 스크립트를 완성해보자.
예
 시 과제 3. 이벤트 + 제어 + 변수 선언 + 변수 정
의 + 조건문 + 변수 재정의 + 연산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학생용 활동지
학번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 미세먼지 잡는 고래 애드벌룬

수학

STEAM
준거

이름
환경 투어 활동지

감성적 체험

<1> 대기환경 분석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
◇우
 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우리나라 이산
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404ppm으로 관측되었다.
◇ 현재의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미래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
화율은 6ppm / 1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미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예측

1) (2015년 기준) x 년 뒤 증가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y 라 할 때, x 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 1년에

ppm 증가 발생되므로
x (년)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y (CO2 증가량) (ppm)

● x 와 y사이의 관계식은
2) 예측한 이산화탄소의 총발생량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발생의 미래 전망 2015~2100>
이산화탄소의 총 발생량(ppm)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프로젝트 산출물 예상 성능
함수 표현 :
환경 개선 기대 효과 :

x :

일때

y:

2100

(년도)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2> 프로젝트 산출물 효과 검증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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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모둠

STEAM
준거

Q & A 모음판
감성적 체험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환경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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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명 :

Q1

A1

Q2

A2

Q3

A3

Q4

A4

Q5

A5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학생용 활동지

‘우리 고장 환경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환경 투어 미션 완성 스티커 모음

모둠

STEAM
준거
감성적 체험

환경 투어

클린 울산 만들기 맵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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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학생 작성 활동지 예시

·책 내용과 관련지어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 발표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
들’을 읽고 환경 문제 인식하기

중학교 부문 최우수상 신언중학교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불가사의한 물건 아이디어 구상하기

·토의·토론 활동지 작성하기 -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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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래치로 아이디어 이미지화하기

·이미지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스크래치로 구현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중학교 부문 우수상

지식이 달라붙는 매직큐브
여수문수중학교 이주아, 양덕순, 이민지, 김령은 적용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01

학습 목표
(태양계의 특성을 마무리하며) 내가 표현하고 싶은 지식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흥미로운 매직큐브를
만들 수 있다.

02

STEAM 준거틀 구성 (중3. Ⅲ-2 태양계의 특성 등 모든 단원 마무리 시 적용 가능)
구 분
상황 제시

CO

03

주요 내용
딱딱한 지식을 자꾸 손이 가고 눈이 가는 지식으로 꾸밀 수 있을까?

CO

창의적 설계

CD

 육면체 편백나무 블록으로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펼쳐볼 수 있는, 흥미롭고
정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지식을 담은 매직큐브를 설계해 보자.
센서, 자기력, 전기력 등을 이용하여 매직큐브의 성능을 좀 더 흥미롭게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자.

감성적 체험

ET

 리 모둠과 타 모둠의 매직큐브를 다양하게 체험해 보고, 우리 모둠 매직 큐브
우
의 가치를 알아보자.

: Context Presentaion,

CD

: Creative Design,

ET

: Emotional Touch

STEAM 프로그램 요약

도입
(1차시)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완제품의 샘플 매직큐브를 선보인다.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펼쳐볼 수
있는 매직큐브에 흥미를 느낀다.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단원의 마무리 활
동으로 ‘지식을 담은 우리 모둠만의 매
직큐브 만들기’를 소개한다.

머릿속에 매직큐브의 큰 틀을 창의적
으로 디자인한다.

모둠별로 정육면체 편백나무 블록을 공
급하고, 8개의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매직큐브의 테이핑 전개도를 활동지1에
그리도록 한다.

매직큐브가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펼쳐지게 하려면 어디에 테이프를 붙
여야 할지 전개도에 그린다.

학습 자료
및
유의점

소요
시간

모둠원의 협력 정도
를 살피고 서로 의견
을 교환하며 전개도를 45분
그리는 과정을
체크한다.

STEAM
요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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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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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테이핑 전개도를 완성한 모둠에게 마스
킹 테이프를 공급한다.

중학교 부문 우수상 여수문수중학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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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평가

8개의 블록과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 모둠원 협력을 통해
테이핑 전개도를 보고 각 블록을 알 다음 단계의 준비물
맞게 연결하여 매직큐브 틀을 완성 을 공급받도록 한다.
한다.

매직큐브에 넣고 싶은 과학적 지식을
활동지2에 정리하도록 한다.

매직큐브에 넣고 싶은 과학적 지식을
활동지2에 정리한다.

정리한 지식을 모둠원과의 상의를 통해
창의적으로 탈바꿈한 개요로 표현하도
록 한다.

딱딱한 지식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지식으로 탈바꿈한다. (디자인의 개
요 정하기)

창의적으로 탈바꿈한 지식을 전개도 위
에 나타내도록 한다.

활동지3(디자인 전개도)을 완성한다.

활동지 3의 내용을 제공한 라벨지에 옮
겨 디자인하고 매직큐브에 오려 붙이도
록 한다.

라벨지에 지식을 디자인하고, 디자인
전개도를 보며 매직큐브에 오려 붙
이도록 한다.

접착 아세테이지를 공급하고 매직큐브
마무리 코팅을 하도록 한다.

접착 아세테이지를 블록 크기에 맞게
잘라 붙여 매직큐브를 오래 간직할
수 있게 코팅한다.

선택 활동으로 센서, 자기력, 전기력을
이용하여 매직큐브의 성능을 흥미롭게
향상할 수 있는 설계도를 활동지4에 작
성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기술·공학적
요소를 첨가해 매직큐브의 성능(부착
력, 소리, 빛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완성된 매직큐브를 소개하고, 다른 모둠
을 돌며 다양한 매직큐브를 체험할 시
간을 갖도록 한다.

모둠의 매직큐브를 소개하고, 다양한
매직큐브를 체험한다.

각 모둠의 매직큐브를 가지고 간이 경
매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간이 경매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둠
의 매직큐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다.

45분

각 활동을 마무리한
뒤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물을
제공한다.

S

45분

디자인에 필요한
필기구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A

35분
T

자유롭되 소란과 혼란
이 없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칙을
정한다.

10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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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달라붙는 매직큐브

교수·학습 지도안

프로그램명

지식이 달라붙는 매직큐브

적용 학년/시기

1학년, 2학년, 3학년 / 단원의 마무리 활동시

관련 과목

과학, 수학, 미술, 기술

적용 가능 과목

모든 과목

1. 주제 및 제작 의도
딸아이의 놀잇감으로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배설물’이라는 제목의 매직큐브가 집에 있었다. 끊
임 없이 한쪽 방향으로 펼쳐볼 수 있는 신기한 매직큐브를 접하며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리 계속 펼쳐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계속 펼치는 느낌과 그 안의 내용이 요란하게 바뀌는 모습이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고, 자꾸 손
이 가고 눈이 가는 것이 수업 교구로 만들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제작 동기가 된 이 매직큐브는 적
어도 5년 이상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아이들의 손에 찢기고 뜯어졌지만 테이프로 몇 번을 붙이고 또 붙여 버려지지 않고
아직까지 집안에 자리 잡고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에게 만져지고 지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수
업 교구로 만들어도 그 가치가 오래 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2. 학습 목표
- 매직큐브를 관찰하고 전개도로 표현할 수 있다.
- 매직큐브에 표현하고 싶은 지식을 표로 정리할 수 있다.
- 지식을 전개도에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 우리 모둠만의 흥미로운 매직큐브를 만들 수 있다.
- 전개도를 구상할 때 협동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과학 지식에 예술의 옷을 입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내가 만든 작품의 평가를 통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태양계
○ T/E：센서, 자기력, 전기력을 이용해 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
○ A：대칭과 색 대비를 활용한 지식의 디자인

4. STEAM 단계 요소
구분
상황 제시

주요 내용
딱딱한 지식을 자꾸 손이 가고 눈이 가는 지식으로 꾸밀 수 있을까?

창의적 설계

정육면체 편백나무 블록으로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펼쳐볼 수 있는, 흥미롭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지식 매직큐브를 설계해 보자.
센서, 자기력, 전기력 등을 이용하여 매직큐브의 성능을 좀 더 흥미롭게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자.

감성적 체험

우리 모둠과 타 모둠의 매직큐브를 다양하게 체험해 보고, 우리 모둠 매직큐브의 가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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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정육면체 8개로 만든 면의 수 분석을 통한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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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과목

단원

소주제

학습 내용
- 매직큐브를 관찰한다.
- 작은 정육면체 한 개의 성질을 이해한다.

1차시

수학

입체도형

다면체의 성질

- 매직큐브가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펼쳐지게 하려면 어디에 테
이프를 붙여야 하는지 전개도에 그린다.
- 테이프로 블록을 연결하여 매직큐브 틀을 완성한다.
- 모둠원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의 과정이 있도록 한다.

2차시

3차시

과학

미술

태양계

표현

태양계의 특성

-태
 양계의 구성 천체, 행성과 위성, 행성의 분류, 태양의 특성, 태양 활
동의 영향 등 태양계의 특성을 되뇌인다.
- 매직큐브에 넣고 싶은 과학적 지식을 활동지에 정리한다.
-정
 리한 지식을 모둠원과 상의해 창의적으로 탈바꿈한 개요로 표현하
도록 한다.(디자인의 개요 정하기)
-창
 의적으로 탈바꿈한 지식을 전개도 위에 나타내도록 한다.(디자인
전개도 완성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라
 벨지에 지식을 디자인하고 디자인 전개도를 보며 매직큐브에 오
려 붙이도록 한다.
- 접착 아세테이지를 블록의 크기에 맞게 잘라 붙여 매직큐브를 오래 간
직할 수 있게 코팅을 한다.
- 선택 활동으로 센서, 자기력, 전기력을 이용하여 매직큐브의 성능(부
착력, 소리, 빛 등)을 흥미롭게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 모둠의 매직큐브를 소개하고 다양한 매직큐브를 체험한다.
-간
 이 경매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둠의 매직큐브 가치가 얼마나 되
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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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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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전개도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는가?

관찰 평가/포트폴리오

2

지식을 체계적이고 핵심 요소가 빠짐없이 정리하였는가?

관찰 평가/포트폴리오

3

지식을 보기 좋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였는가?

관찰 평가/포트폴리오

4

블록에 알맞게 테이핑해 매직큐브의 진행 방향이 매끄러운가?

관찰 평가

5

협동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가?

관찰 평가/동료 평가

6

나만의 매직큐브를 잘 설명하는가?

관찰 평가/동료 평가

7

간이 경매를 통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관찰 평가/동료 평가

중학교 부문 우수상

7. 차시별 교수 학습 과정
과목
단원

수학

수업차시

1/3

입체도형

교육 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_(마) 기하 - 입체도형의 성질

학습 목표

1. 정육면체를 관찰하고 면의 개수를 안다.
2. 매직큐브를 관찰하고 전개도로 표현할 수 있다.
3. 전개도를 구상할 때 협동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4. 테이프로 정육면체를 연결하여 매직큐브 틀을 만들 수 있다.

활동 모형

4인 1조 모둠 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5분)

1. 완제품의 샘플 매직큐브를 선보인다.
-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펼쳐볼 수 있는 매직큐브에 흥미를 느낀다.
2. 편백 향이 풍기는 3.5cm×3.5cm의 정육면체 블록을 선보인다.
- 정육면체를 관찰하고 면의 개수를 센다.
3.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단원의 마무리 활동으로 준비한 ‘지식을 담은 나만의 매직
큐브 만들기’를 소개한다.

준비물

매직큐브 샘플,
편백나무 블록
(모둠당 8개)

1.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생각해 보자.
- 정육면체 면은 6개, 매직큐브는 8개의 정육면체로 만드므로 면은 48개이다.

학생용 활동지 1,
마스킹 테이프

학습 활동
(35분)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전개도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는가, 블록에 알맞게 테이핑해 매직큐브의 진행 방
향이 매끄러운가를 다른 모둠과 비교하며 관찰한다.
모둠원의 협력 정도를 살피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전개도를 그리는 과정을 체크한다.
(샘플 매직큐브를 살피며 활동한다.)
모둠원 협력을 통해 다음 단계의 준비물을 공급받도록 한다.
교사 자료 1, 2, 3, 4, 5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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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둠별로 정육면체 편백나무 블록을 공급하고 8개의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매직
큐브의 테이핑 전개도를 활동지1에 그리도록 한다.
- 매직큐브가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펼쳐지게 하려면 어디에 테이프를 붙여야
하는지 전개도에 그린다.
3. 테이핑 전개도를 완성한 모둠에게 마스킹 테이프를 공급한다.
- 8개의 블록과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테이핑 전개도를 보고, 각 블록을 알맞
게 연결하여 매직큐브 틀을 완성한다.
- 각자 8개의 블록과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전개도를 보고, 각 블록을 알맞게
연결하여 매직큐브 틀을 완성한다.

63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l 교사 자료 1 l
1차시 준비물

준비물

샘플 매직큐브
(7cm × 7cm)

편백나무 블록
(3.5cm ×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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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킹 테이프와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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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구,
학생용 활동지1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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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사 자료 2 l
샘플 매직큐브 사진

발자국과 배설물

공룡

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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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사 자료 3 l
매직큐브는 몇 개의 면으로 이루어지는가?

1단계

2단계

나무 블록 8개를 준비한다.

샘플 매직큐브와 같이 블록 8개를 쌓아 큰
정육면체를 만든다.

큰 정육면체 6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
3단계

여 색을 표시한다.
- 작은 블록의 6면 중 3개의 면이 빨간색으
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3회 돌림

↓ 3회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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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매직큐브를 참고하여 같은 방식으로
펼쳐 돌리면 3회 돌리는 시점에서 색이 표
4단계

시되지 않은 정육면체가 나타난다.
- 큰 정육면체의 6면은 모두 나무 무늬, 큰
정육면체의 안쪽 작은 블록의 면은 모두 빨
간색이다.

위 단계를 직접 수행하며 매직블록이 큰 면(7cm × 7cm) 12개, 작은 블록의 면(3.5cm × 3.5cm)으로
5단계

는 48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식 디자인은 큰 면(7cm × 7cm) 크기로 12가지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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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사 자료 4 l
매직큐브 테이핑 - 전개도

정
 육면체 블록 8개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한 쪽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는 전개도를 구상하여 매직큐브를 만들 수
있는 전개도를 그린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67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l 교사 자료 5 l
전개도 보며 매직큐브 틀 만들기 과정

③
전개도를
보고 테이
프를 붙인
다.

①

좌우 방향
으로 1회
펼쳐 돌림

②

녹색 테이프의
맞은 편을 찾아
테이프를 붙인다.
⑥

⑤
녹색 테이
프의 맞은
편을 찾아
테이프를
붙인다.

④
앞뒤 방향
으로 1회
펼쳐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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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방향으로
1회 모아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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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녹색 테이
프의 맞은
편을 찾아
테이프를
붙인다.

⑧

매직큐브 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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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단원

과학

수업차시

2/3

태양계

교육 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_과9173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를 알고, 태양계 행성을 분류하여 그 특징과 행성도 위성
을 가질 수 있음을 안다.

학습 목표

1. 매직큐브에 표현하고 싶은 지식을 표로 정리할 수 있다.
2. 지식을 전개도에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3. 과학 지식에 예술의 옷을 입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활동 모형

4인 1조 모둠 활동, 개별 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도입
(5분)

1. 태양계의 구성 천체, 행성과 위성, 행성의 분류, 태양의 특성, 태양 활동의 영향 등
태양계의 특성을 되뇌인다.
- 제시된 단원 마무리 PPT 자료를 보며 태양계의 특성을 되뇌인다.

단원 마무리
PPT 자료

1. 매직큐브에 넣고 싶은 과학적 지식을 활동지2에 정리한다.
학습 활동
(30분)

2. 정
 리한 지식을 모둠 내 상의를 통해 창의적으로 탈바꿈한 개요로 표현하도록 한다.
(디자인 개요 정하기)
3. 창의적으로 탈바꿈한 지식을 전개도 위에 나타내도록 한다.

학생용 활동지2,
학생용 활동지3,
필기구

- 디자인 개요를 토대로 활동지3(디자인 전개도)을 완성한다.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지식을 체계적으로, 핵심 요소 빠짐없이 정리하였는가, 지식을 창의적으로 탈바꿈하였
는가 다른 조원과 비교하며 관찰한다.
단원의 마무리 내용을 매직큐브에 알맞게 탈바꿈(재구성)하는 과정을 관찰한다.
전개도에 디자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예시 자료를 제시한다.(교사 자료 7, 교사 자료 8)

l 교사 자료 6 l
2차시 준비물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준비물 : 필기구
활동지 : 학생용 활동지2, 학생용 활동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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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사 자료 7 l
매직큐브 지식 정리표(예시 자료)
태
 양계의 구성 천체, 행성과 위성, 행성의 분류, 태양의 특성, 태양 활동의 영향 등 태양계의 특성 중 매직큐브에
넣고 싶은 과학적 지식을 정리한다.

1. 매직큐브에 넣고 싶은 과학적 지식
- 태양계의 구성 천체 : 태양,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8개의 행성과 왜소 행성, 위성, 소행성, 혜성, 유성
-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면과 거의 일치
- 모든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공전
-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느림
-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

중학교 부문 우수상 여수문수중학교

- 각 행성의 특징

수성(Mercury)

태양에서 가장 가까움
물과 공기가 없어 풍화와 침식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운석 구덩이가 많음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큼

금성(Venus)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며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게 보임
대기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가 매우 높음
대기가 두꺼워 표면 관측이 어려움

지구(Earth)

우리가 사는 행성

화성(Mars)

붉은 표면, 대기는 매우 희박
물이 흐른 흔적으로 추정되는 자국 있음
양극 지방에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얼음으로 되어 있는 극관 관찰
태양계 최대의 화산(올림퍼스 화산)이 있으며, 위성이 2개임

목성(Jupiter)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수소와 헬륨의 두꺼운 대기층
매우 빠르게 자전하여 가로줄 무늬가 나타남
대기의 소용돌이인 거대한 붉은 점이 있음, 희미한 고리를 가짐
많은 위성을 거느림(이오-화산 활동, 유로파 - 표면 얼음, 가니메데 - 가장 큼)

토성(Saturn)

밀도가 물보다 작고 빠른 자전으로 가장 납작한 모습임
암석과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진 크고 아름다운 고리가 있음
수소와 헬륨 대기층, 많은 위성을 거느림(타이탄-대기)

천왕성(Uranus)

청록색으로 보임,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며 고리가 있음
위성을 거느림

해왕성(Neptune)

파란색으로 보임, 얇은 고리를 가지며 표면에 커다란 검은 점이 나타남
위성을 거느림(트리톤-대기)

2. 정리한 지식을 흥미롭고 창의적으로 디자인
- 태양계 가족 사진 촬영일
- 태양계 가족 운동회, 누가누가 잘 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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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과 질량 겨루기
- 행성들의 자기 뽐내기

중학교 부문 우수상

l 교사 자료 8 l
매직큐브 디자인 전개도

정
 리한 지식을 흥미롭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전개도 형식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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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미술

3/3

표현하기
미9211.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미9212. 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1. 지식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2. 우리 모둠만의 흥미로운 매직큐브를 만들 수 있다.
3. 내가 만든 작품의 평가를 통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5분)

수업차시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1. 디자인의 정교화를 구상한다.
- 색의 조화와 대비를 잘 사용
- 어울리는 색을 구성하고 계획

1. 라벨지를 제공하고, 활동지 3의 내용을 라벨지에 옮겨 디자인한 후 매직큐브에 오
려 붙이도록 한다.
- 라벨지에 지식 정보를 활용해 디자인하고, 디자인 전개도를 보며 매직큐브에 오
려 붙이도록 한다.

중학교 부문 우수상 여수문수중학교

학습 활동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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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0분)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 활동지3,
매직큐브 틀,
2. 접착 아세테이지를 공급하고 매직큐브 마무리 코팅을 하도록 한다.
학생 활동지4,
- 접착 아세테이지를 긴 띠 모양 등으로 잘라 붙여 매직큐브를 오래 간직할 수 있
라벨지, 접착 아세테
게 코팅을 한다.
이지, 꾸미기 필기구,
3. 선택 활동으로 센서, 자기력, 전기력을 이용하여 매직큐브의 성능을 흥미롭게 향상
가위, 칼
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활동지4에 작성하도록 한다.
-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기술·공학적 요소를 첨가해 매직큐브의 성능(부착력, 소
리, 빛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1. 완
 성된 매직큐브를 소개하고 다른 모둠을 돌며 다양한 매직큐브를 체험할 시간을
갖도록 한다.
- 모둠의 매직큐브를 소개하고 다양한 매직큐브를 체험한다.
2. 각
 모둠의 매직큐브를 가지고 간이 경매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간이 경매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둠의 매직큐브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
도록 한다.
7
 cm×7cm 크기로 라벨지를 붙인 후 마스킹 테이프를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칼로 라벨지를 자른다. (혹은 매직큐브 틀에 맞게 라벨지를 미리 자른 후 붙인다.)
라
 벨지가 책상 등에 달라붙지 않도록 쓰레기를 바로바로 정리해가며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접
 착 아세테이지를 긴 띠 모양으로 잘라 한번에 8면을 연속으로 붙여 코팅하도록
한다. 그다음 모서리 부분 코팅이 필요한 곳은 작게 잘라 붙인다.
코
 팅을 너무 두껍게 하면 큐브가 벌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간
 이 경매시 자유롭되 소란과 혼란이 없는 활동이 되도록 사전에 규칙을 정한다.
교
 사 자료 10,11,12,13을 참고한다.

포스트잇

중학교 부문 우수상

l 교사 자료 9 l
3차시 준비물

준비물

사진

매직큐브 틀

라벨지,
접착 아세테이지

필기구,
학생용 활동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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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위,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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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사 자료 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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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지에 디자인한 모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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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지에 디자인한 모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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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사 자료 11 l
매직큐브 틀에 라벨지 붙이는 과정 1

태
양
과
질
량
겨
루
기
↓ 좌우로 펼쳐 돌림
지
구
형,
목
성
형
행
성
↓ 앞뒤로 펼쳐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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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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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사
진

↓ 앞뒤로 펼쳐 돌림

목
성

↓ 좌우로 모아 돌림

중학교 부문 우수상

토
성

나무 무늬 큰 육면체의
마지막 면까지 완성!!

매직큐브 틀에 라벨지 붙이는 과정 2

금성, 수성, 화성, 천왕성, 행왕성을
차례로 오리고 디자인 전개도를 보면서
붙이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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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사 자료 12 l
접착 아세테이지로 코팅하는 요령
모서리 부분을 꼭 붙여줘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코팅을 너무 두껍게 하면 매직큐브가 잘 오므라들지 않는다.

① 접착 아세테이지를 3.3cm×32cm로 1개 자른다.
② 아래 그림의 빨간 화살표선 방향으로 쭉 이어붙여 코팅한다.
③ 접착 아세테이지를 3.3cm×7cm로 1개 자른다.
④ 아래 그림의 녹색 화살표선 방향으로 붙인다.
(접착 아세테이지 반 사용)
맞은 편도 같은 방식으로 붙인다.(접착 아세테이지 나머지 반 사용)
⑤ 접착 아세테이지를 3.3cm×8cm로 1개 자른다.
⑥ 아래 그림의 파란색 칠한 부분을 부분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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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 아세테이지를 가위로 잘라가며 네 귀퉁이를 모두 붙인다.)

78

지식이 달라붙는 매직큐브 완성!!!

중학교 부문 우수상

l 교사 자료 13 l
(선택 활동)
센서, 자기력, 전기력을 이용하여 매직큐브의 성능을 흥미롭게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 기술ㆍ공학적 요소 적용 예시
· 매직큐브가 벌어지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각 모서리 부분을 긴 육면체로 깎아 자석을 붙여 블록끼리 부착력을 높이도
록 설계한다.
· 소리 효과를 주기 위해 속이 빈 나무 블록을 사용하고, 그 속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곡식을 넣어 유아도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게 설계한다.
· 특정 모서리에 센서를 달아 센서끼리 만나면 발광하도록 설계한다.

간이 경매 활동

1. 자신의 완성된 매직큐브를 소개하고 다른 모둠을 돌며 다양한 매직큐브를 체험할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각자의 매직큐브를 가지고 간이 경매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포스트잇에 경매금액을 적는다.(10만 원 단위로 1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 2모둠이 함께 경매를 진행한다.
● (나의 매직큐브 경매가 - 내가 낙찰받은 매직큐브 경매가)가 큰 사람이 우승한다.
● 규칙은 사전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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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01

매직큐브 테이핑 전개도
(

)학년 (

)반 (

)모둠 모둠원(

정육면체 블록 8개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한 쪽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는 있도록 매직큐브 전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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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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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02

매직큐브 지식 정리표
(

)학년 (

)반 이름(

)

태양계의 구성 천체, 행성과 위성, 행성의 분류, 태양의 특성, 태양 활동의 영향 등 태양계의 특성 중 매직큐
브에 넣고 싶은 과학적 지식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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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03

매직큐브 디자인 전개도
(

)학년 (

)반 (

)모둠 모둠원(

중학교 부문 우수상 여수문수중학교

정리한 지식을 흥미롭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전개도 형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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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04 - 선택활동

매직큐브 성능 향상 설계도
(

)학년 (

)반 이름(

)

센
 서, 자기력, 전기력을 이용하여 매직큐브의 성능(부착력, 소리, 빛 등)을 흥미롭게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
도를 작성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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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바디 디자이너(Body Designer), 나야 나!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정지운, 조한나, 조수현 적용학년 2학년, 3학년

1. 개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비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특히 청소년기의 비만은 80% 정도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며, 당뇨병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근래 사회문화적으로 마른 체형이 여성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대중매체에서 날씬한 몸매와
체중 조절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풍조는 외모나 체형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에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
식 왜곡과 마른 체형에 대한 집착,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체중 조절을 유도해 성장 장애와 식사 장애 등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자아
감 상실, 불안, 열등감, 우울증, 대인관계 장애 등 사회 심리적인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조기 예방 및 관리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국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0일 동안 다이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남학생 23.1%, 여학생 45.1%였다. 최근 30일 동안 체중 감소를 위해 단식, 약물 복용, 원푸드 다이어트, 구
토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13.4%, 여학생 18.8%였으나 이들의 비만율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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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여학생 6.1%에 불과하였다(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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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디자이너(Body Designer), 나야 나!』 프로그램은 참여한 학생들이 미적 요소를 위해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
려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하고 바람직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리되거나 부담되지 않는 합리적인 다이
어트 방법을 찾아 나만의 식단,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여 건강한 신체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아울러 좋아하는 음식 섭취 전후, 운동 전후의 혈당 변화를 체험하여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고 다이어트 목적에 따른
올바른 식이요법과 운동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2. 주제 선정 이유
다이어트,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
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중요한 주제이다.
다이어트는 굶어서 살을 빼는 것이 아닌, 적절한 음식 섭취를 통해 조화로운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생활방식이다.
며칠, 몇 달 정도를 시행하다 그만두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평생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인 다이어트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법을 살펴보고, 건강한 다이어트란 단지 체중을 감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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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님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도록 식단을 잘 구성하고, 운동을 통해 체지방
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
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방법을 통해 적절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데 의의를 둔다.

3. 개발 방향
과학(생명과학), 보건, 체육 등 다양한 교과목의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다이어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실생활과 관련된 어플(김급식, 다이어트신)과 연계하여 나만의 식단을 구성하고 칼로리를 계산해보며, 운동 방
법을 체험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직접 구성한 식단과 운동을 일주일 간 직접 실천하게 하고, 그 과정을 SNS를 활용하여 학급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해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다.
모둠 활동으로 좋아하는 음식 섭취 전후, 운동 전후의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다이어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며,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음식과 운동을 알아본다.
식단을 구성하며 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운동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건강운
동관리사, 헬스트레이너 등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혈당 측정 방법을 배우면서 보건의료관련 임상병리사, 간
호사 등의 직업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진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4. 교육 목표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음식 종류에 따른 혈당 변화 확인을 통해 칼로리, 당부하지수(GL)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운동 종류에 따른 혈당 변화 확인을 통해 칼로리 소비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나만의 식단,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5. 관련 교육 과정 2015

[12생과Ⅰ02-03] 물질대사와 관련 있는 질병을 조사하고,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할 수 있다.
[12생과Ⅰ03-01] 근섬유의 구조를 이해하고, 근수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2-02] 실험을 통해 영화, 건축, 요리, 스포츠, 미디어 등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과학 원
리를 알아보고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
탐구
실험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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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과학Ⅰ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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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운동 참여가 건강의 유지·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
립하여 실천할 수 있다.
운동과
건강

[2-1-2] 청소년기 올바른 신체 이미지 인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규칙적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
와 자아의식을 기르고자 노력한다.
[2-3-4] 비만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양한 운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체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3-3]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건강·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3-3-1] 영양과 영양소에 대해 이해하고, 인체에 필요한 6가지 기초 식품군(곡류 / 고기·생선·달걀·콩류 /
채소류 / 과일류 / 우유·유제품류 / 유지·당류)의 적절한 영양 섭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간호의
기초

[3-3-2] 기초대사의 정의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 성, 체격, 계절, 호르몬 등), 활동대사·안정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3-3] 비만의 요인(일상생활에서의 식사, 운동, 휴양의 상관성), 비만증의 식이요법을 이해하고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적절히 병행하여 실천할 수 있다.

6. STEAM 학습 준거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해 굶는 방법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과도한 근육 손실을
상황 제시

과학
(생명과학),
운동과 건강,
간호의 기초

S

과학, 운동과 건강,

S

T

나만의 식단을 구성하고,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비를 확인한다.

간호의 기초

E

A

좋아하는 음식 섭취 전후, 운동 전후의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건강한 다이

운동과 건강,

S

T

어트를 위해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한 운동을 실시한다.

간호의 기초

E M

유발하고, 지방을 빼지 못해 요요현상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
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한다.

창의적
설계
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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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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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과 관련된 어플(김급식, 다이어트신)과 학교 급식 식단표를 연계하여

T

7. 테크놀로지 활용
다이어트신
(어플리케이션)

음식의 칼로리,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비 등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급식
(어플리케이션)

실제 학교 급식에서 제공하는 일주일 치 식단을 보여주고, 점심 한 끼의 영양소와 칼
로리를 확인한다.

메트로놈
(어플리케이션)

정확한 운동 강도 제공을 목적으로 활용한다.

혈당측정기

HDMI 송수신기

음식 섭취 전후, 운동 전후에 혈당을 측정하여 다이어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가능
하다.
HDMI가 지원되는 모든 기기와 영상 호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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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괄계획표
1차시

교실
다
 이어트는 살만 빼는 것이다? 바람직한 체형 인식과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
립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본다.

어떤 음식이 혈당을
빨리 오르게 할까?

2차시

나의 일일 기초대사량, 신체질량지수(BMI)를 이해하고 계산해본다.

체육실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소비될까?

3차시

음식 종류에 따른 혈당 변화 확인을 통해 당부하지수(GL)에 대해 이해한다.

나
 에게 필요한 운동량은 얼마만큼일까? 기초대사량과 권장섭취량의 차이를 통해 필요한 운
동량을 가늠해 본다.
가
 만히 있어도 살을 뺄 수 있을까? 기초대사량과 하루 소비열량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교실
다
 이어트의 목적 중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하루 생활 중 어느 시간
을 활용할지 적용해 본다.

나만의 식단,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나만의 다이어트 방법(식단 구성, 운동처방)을 설계할 수 있다.
나
 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방법을 설계한 표를 활용하여 직접 체험한 후, 결과를 친구들과 공
유한다.

9. 평가계획

평가 초점

평가 방법

평가 주체

산출물(발표)/포트폴리오 평가

 인
본
동료 교사
교사

 만의 다이어트 목적에 맞는 식단 구성 설계
나
나만의 다이어트 설계 방법의 부합성 및 독창
성 여부

 표 후, 투표
발
SNS를 통한 점검

 인
본
동료 교사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이어트에 포함된 과학적 인식에 대한 평가
다
다이어트 목적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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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교수·학습 자료
▣ 1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주제

어떤 음식이 혈당을 빨리 오르게 할까?

대상

고

차시

1/3

장소

교실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목표

STEAM

음식 종류에 따른 혈당 변화 확인을 통해 당부하지수(GL)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

수 있다.
S

음식 종류에 따른 당부하지수(GL), 혈당 변화와 다이어트 원리

T

휴대용 혈당측정기 이용

E

인체에 대한 아름다움의 기준

M

일일 기초대사량, 신체질량지수(BMI), 음식 섭취 전·후 혈당 변화값에 대한 계산

생명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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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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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계

A

과학Ⅰ

실험

관련
교육
과정

HDMI 송수신기를 사용하여 일일 기초대사량, 신체질량지수(BMI) 검색하여 계산하는 방법 실시

[12생과Ⅰ02-03] 물질대사와 관련있는 질병을 조사하고,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
활습관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할 수 있다.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1-2] 청소년기 올바른 신체 이미지 인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강 습관 실천과 규칙적 운동
운동과
건강

을 통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자아의식을 기르고자 노력한다.
[2-3-4] 비만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양한 운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체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3-1] 영양과 영양소에 대해 이해하고, 인체에 필요한 6가지 기초 식품군(곡류 /고기·생선·
달걀·콩류 / 채소류 / 과일류 / 우유·유제품류 / 유지·당류)의 적절한 영양 섭취에 대해 설명
간호의
기초

할 수 있다.
[3-3-2] 기초대사의 정의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 성, 체격, 계절, 호르몬 등), 활동대사와 안
정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3-3] 비만의 요인(일상생활에서의 식사, 운동, 휴양의 상관성), 비만증의 식이요법을 이해하고,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적절히 병행하여 실천할 수 있다.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수업
자료

5

PPT,
동영상,
수업
자료 1

동기유발
도입

- 다이어트와 관련한 성공, 요요현상으로 실패의 경험을 질문한다.
-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비밀’ 동영상을 보여주며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
‘좋아하는 음식의 혈당 변화 알아보기’ 소그룹 활동 Ⅰ
① 한 조당 5~6명으로 소그룹을 구성한다.
② 소그룹별 좋아하는 음식(고구마, 식빵, 오렌지주스, 바나나, 닭가슴살)을 선택한다.
③ 음식 섭취 전 혈당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수업 자료 2,

④ 소그룹별로 선택한 음식을 동시에 섭취한다.

활동지 1,

전개Ⅰ

조

식품명

분량

eGL

열량(kcal)

(탐색)

A

고구마

100g

20

128

혈당 측정
물품

B

식빵

100g

28

283

C

오렌지주스

100ml

9

42

D

바나나

100g

14

80

E

닭가슴살

100g

7.5 이하

207.5

10

다이어트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소그룹별 토론한다.
전개Ⅱ

20

수업 자료
3, 4, 5,
스마트폰,
HDMI
커넥터

10

수업 자료 2,
활동지 1,
혈당 측정
물품

대사성 질환과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개념

일일 기초대사량, 신체질량지수(BMI),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에 대해 설명한다.

도입)

HDMI 송수신기를 사용하여 일일 기초대사량, 신체질량지수(BMI) 검색하여 계산하는 방
법을 보여주고, 직접 계산하도록 한다.

전개Ⅲ
(개념
적용)

‘좋아하는 음식의 혈당 변화 알아보기’ 소그룹 활동 Ⅱ
① 음식 섭취 30분 후 혈당 측정하여 기록한다.
② 자신의 혈당 변화값을 구한 후, 조원들의 혈당 변화 평균값을 구해본다.

음식,

③ 다른 음식을 섭취한 소그룹과 혈당 변화 차이를 비교한다.

및 평가

좋
 아하는 음식의 혈당 변화를 통해 당부하지수(GL)가 낮은 음식과 높은 음식을 맞힌
조에게 상을 부여한다.

5

사용한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수업 준비
지도상의
유의점

- 소그룹별 섭취할 음식을 준비한다.
- 혈당 측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사용한 LANCET(채혈침)은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Needle box에 분리하여 버리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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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별로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발표한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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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주제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소비될까?

대상

고

차시

2/3

장소

체육실

기초대사량, 권장섭취량과 관련된 열량 관계를 이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량
학습
목표

을 파악할 수 있다.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아져 다이어트에 유리할 수 있음을 이
해할 수 있다.

STEAM

S

에너지(ATP) 생성 원리, kcal 소비 원리

T

INBODY 기기 이용, 휴대용 혈당측정기 이용

E

HDMI 송수신기를 사용하여 어플 사용법 실시간 중계

A

인체에 대한 아름다움의 기준

M

대사량 및 소비 칼로리에 대한 계산

생명
과학Ⅰ

[12생과Ⅰ03-01] 근섬유의 구조를 이해하고, 근수축의 원리를 활주설로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2-02] 영화, 건축, 요리, 스포츠, 미디어 등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과학 원리
를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
탐구
실험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
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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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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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
과정

[1-3-2] 운동 참여가 건강의 유지·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운동 생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다.
운동과
건강

[2-1-2] 청소년기 올바른 신체 이미지 인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강 습관 실천과 규칙적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자아의식을 기르고자 노력한다.
[2-3-4] 비만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양한 운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체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3-3]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건강 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간호의
기초

[3-3-3] 비만의 요인(일상생활에서의 식사, 운동, 휴양의 상관성), 비만증의 식이요법을 이해하고 비
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적절히 병행하여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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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준비
- 운동을 통한 혈당 감소와 칼로리 소비에 대한 소개
스마트폰,

- 학급을 5~6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나누고, 소그룹별로 실습할 운동 종목(자
도입

10

전거, 달리기, 걷기, 줄넘기)을 설정한다.

HDMI
커넥터

- 소그룹별로 1명씩 제시된 운동을 실시하며, 운동 전에 혈당을 체크한다.
준비운동 실시
조별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개Ⅰ
(탐색)

조

종목

속도

A

자전거

70bpm

B

자전거

40bpm

혈당 체크

운동 전 /
운동 후

15

C

달리기

100bpm

D

달리기

80bpm

기록지,

80bpm

활동지 1,

E

줄넘기

메트로놈,

수업 자료 1,
수업 자료 2
조별로 혈당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다.
전개Ⅱ
(개념
도입)

Q1. 운동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혈당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0

Q2. 같은 종목의 운동이지만 운동 강도에 따라 혈당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Q3. 메트로놈 BPM을 참고하여 각 종목별로 자기 수준에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아보자.

전개Ⅲ
(개념
적용)

어플을 참고하여 개인의 기초대사량, 섭취해야 할 음식 칼로리, 소모해야 할 칼
로리 등을 알고, 다이어트 목적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10

수업 자료 3

5

활동지 2

(과제 제시 - 운동 프로그램 작성해오기)

운동을 얼마 동안 지속해야 하는지 계산해본다.
정리

과제 : 조별로 SNS에 업로드하여 전교생의 운동 장면을 확인하고,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팀에 상을 부여한다.
정리운동 실시

지도상의
유의점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어플에서 제시해주는 ‘운동으로 소비해야 할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 내가 참여한

조원의 맡은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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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주제

나만의 식단,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학습

나만의 식단,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목표

STEAM

대상

S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탐구

T

식단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M

일주일 식단 구성에 따른 대사량 및 소비 칼로리에 대한 계산

과학
탐구
실험

고

차시

3/3

장소

교실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
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
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3-4] 비만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양한 운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체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운동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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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94

수 있다.
[3-3-3]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건강 체력 관리를 지속적
으로 실천할 수 있다.

교육
과정

[3-3-1] 영양과 영양소에 대해 이해하고, 인체에 필요한 6가지 기초 식품군(곡류 / 고기·생
선·달걀·콩류 / 채소류 / 과일류 / 우유·유제품류 / 유지·당류)의 적절한 영양 섭취에 대
해 설명할 수 있다.
간호의
기초

[3-3-2] 기초대사의 정의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 성, 체격, 계절, 호르몬 등), 활동대사와
안정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3-3] 비만의 요인(일상생활에서의 식사, 운동, 휴양의 상관성), 비만증의 식이요법을 이해하
고,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적절히 병행하여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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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동
 기 유발
-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 공개한다.
문
 제 제기
도입

-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따라 해도 될까? 다이어트 식단의 공통점과 문제점을
토론해 본다.

수업 자료 1,
10

활동지 1

10

수업 자료 2

- 나에게 필요한 다이어트 요소는 무엇일까?
- 지난 시간 배운 음식물 섭취와 운동을 통한 혈당량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고
활동지 1을 작성해본다.

전개Ⅰ

학
 교 급식 식단표를 참고하여 내가 하루 동안 먹는 식사량을 생각해본다.

(탐색)

나
 의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참고하여 다이어트의 목표를 세워본다.

일
 주일 간의 식단과 운동 방법을 처방해본다.
전개Ⅱ
(개념
도입)

어플

- 하루 동안에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을 정해보고, 일주일 식단을 구성해본다.
- 어플(다이어트신)을 이용하여 하루 섭취할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보고, 필요
한 운동의 방법과 양을 구성해본다.

(다이어트신,
15

내
 가 세운 식단과 운동 방법이 실제 적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조별 토

활동지 2

론 후 보완한다.

전개Ⅲ
(개념
적용)

나
 만의 식단, 운동처방 방법을 모둠 안에서 발표한다.
조
 모둠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한 친구의 식단, 운동처방법을 뽑는다.

김급식,
수업 자료 2,

5

투표판,
스티커

친
 구들이 세운 계획표(식단, 운동처방) 중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의 식단을
투표해 발표한다.
정리

식
 단 구성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나누어 본다.
해본다.

10

투표판,
SNS 계정
만들기

- 조별 친구가 잘 지키고 있는지 SNS 계정을 통해 점검해준다.

식
 단과 운동처방에 대한 계획서를 조별 나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잘 된
지도상의
유의점

부분은 칭찬하도록 한다.
오
 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 내가 세운 식단과 운동처방법을 이용하여 일주일간의 식단을 세워보고 체험

결과 발표

혼자서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목표를 정한 친구들끼리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점검해 주는 부분
이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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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수업 자료 1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614회 (2017. 07. 19)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비밀’

96

요요 없는 다이어트 방법을 설명해주는 영상이다.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영상 : 
h ttp://www.marutv.com/video/%EC%83%9D%EB%A1%9C%EB%B3%91%EC%82%AC%EC%9D%98%EB%B9%84%EB%B0%80-614%ED%9A%8C-07192017/
시간 : 약 3분 (25:50~28:25)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 1차시 수업 자료 2
자가 혈당측정기로 혈당 측정하기
1. 준비물품
종류

사진

손 소독제
혈당측정기
채혈기
검사용 STRIP
LANCET (채혈침)
70% 알콜솜
Tray
Needle box

2. 방법
번호

수행 항목
반지와 시계를 벗은 후 손을 씻고 건조시킨다. (손 소독제 이용)

2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손 소독제, 혈당측정기, 채혈기, 검사용 STRIP, LANCET(채혈침), 70% 알콜솜, Tray, Needle box)

3

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다.

4

대상자가 따뜻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말린 후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반좌위를 취하도록 한다.

5

혈액을 채취할 부위의 팔을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손가락 끝을 꽉 쥐게 한다.

6

혈당측정기의 스위치를 켜고 검사용 STRIP을 혈당검사기에 올바르게 끼운다. (혈액 방울 표시가 나오는지 확인)

7

채혈기에 LANCET을 올바르게 끼우고 바늘 굵기를 맞춘다. 채혈기 끝부분 버튼을 눌러 옆면에 노란색이 표시되도록 한다.

8

쥐게 한 손가락 끝을 알콜솜으로 소독 후 말린다.

9

손가락 끝을 LANCET으로 찔러 혈액 방울이 형성될 때까지 손가락을 쥐어 준다.

10

검사용 STRIP 검사 부분에 혈액을 묻히고, LANCET으로 찔렀던 손가락 부위는 알콜솜으로 감싸서 피를 멈추도록 한다.

11

혈당검사기 수치를 읽어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검사용 STRIP을 제거하고 스위치를 끈 후 기록한다. (단위 : mg/dl)

12

LANCET을 Needle box에 버리고 나머지 물품은 휴지통에 버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LANCET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

13

손을 씻는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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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수업 자료 3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 대사성 질환 예방!

1.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아래의 진단 기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

1. 허리 둘레
- 남자 : 90cm(35인치) 이상 / 여자 - 85cm(33인치) 이상
2. 혈압
- 130/85mmHg 이상, 혹은 치료제 복용
3. 혈당
- 공복혈당 100mg/dL 이상, 혹은 치료제 복용
4. 중성지방
- 150mg/dL 이상, 혹은 치료제 복용
5. 좋은 콜레스테롤(HDL)
- 남자 : 40mg/dL 미만, 여자 : 50mg/dL 미만, 혹은 치료제 복용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2. KBS 1TV ‘뉴스광장’ 1부 (2011.01.18.) ‘탄수화물이 대사증후군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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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h
 ttp://news.kbs.co.kr/news/view.do?ncd=2228301&source=http://hpc.snuh.org/center006v.jsp?b_
idx=171&retRef=Y
시간: 약 1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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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수업 자료 4
똑같은 탄수화물이 아니라구!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다량으로 섭취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똑같이 살이 찔까?
정답은 당지수(Glycemic Index, GI)와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에 있다.
GL지수 = GI x 1인분에 포함된 탄수화물(g)/100

High GI vs Low GI Foods

GI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빨리 포도당으로 혈관에 흡수
되느냐를 측정한 수치다. GI는 탄수화물 50g을 포함하
는 음식을 섭취한 후 2~3시간 동안 15~30분 간격으
로 혈당을 측정하여, 그 값을 순수 포도당과 비교한 상
대적인 수치이다. GI가 낮은 음식은 섭취 후에 천천히

High GI Foods

포도당으로 소화되어 몸에 흡수된다. 대략적으로 GI지
수가 70 이상이면 높은 음식, 50 이하면 낮은 음식으로

Low GI Foods

볼 수 있다. 빵, 피자처럼 곡물이 포함된 음식은 대부분
GI지수가 높다. 하지만 GI지수의 맹점이 있다. 건강식품
중 하나인 당근의 GI지수는 71로 생각보다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당근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그림 : GI그래프 - 평탄할수록 혈당 변화가 적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정작 당근에 포함된 탄수화물
의 7% 정도만 체내에 흡수되어 그 양이 매우 적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말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97년 하버드 대학에서 제시한 GL지수다. GI는 1인분의 양을 계산에 넣지 않고 해당 음식에서 탄수화
물 50g을 섭취했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음식 섭취 시에 참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당근을 통
해 탄수화물 50g을 먹기 위해서 섭취해야 하는 양과 설탕을 통해 탄수화물 50g을 먹기 위해서 섭취해야 하는 양은 크게
다르다. GL은 10이하면 낮다고 보고 있으며, GI보다는 GL이 실제 식생활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더 유용한 참고자료
라고 볼 수 있다. (자료출처: 네이버)
Low GL 식사, 이런 식재료를 권장해요!

통곡식

채소

과일

전분이 적은 채소 탄수화물 함량이
(엽채류, 오이 등) 높으므로 1회
분량만 섭취

초 음료

단백질

혈당 상승률이
낮지만 당
유량에 유의

지방이 적은
살코기(생선,
닭고기, 달걀 등)
고반백 식품

탄수화물

채소

과일

백미, 찹쌀,
크래커(정제된
탄수화물)

전분이 많은
채소
(연근, 도라지)

당함량이 높고
수분이 적은 과일
(파인애플)

음료수

육류

과일주수,
탄산음료

지방이 많은
삼겹살,
가공육 등

콩류

올리고당

견과류

콩류

단순당

동물성 지방

콩, 낫또, 두부,
두유 등

소화 흡수가
안되므로 소량만
첨가

GL을 나주는데
도움

전분이 많은
우류(완두, 녹두
팥 등)

먹으면 바로
소화 흡수

포화지방
(버터, 생크림 등)

- 자료출처 : 남기선·월간 더 라이트. ‘뱃살 잡는 Low GL 다이어트 요리책’. 레시피팩토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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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하지 않은
통곡식(현미,
통밀, 보리 등)

Low GL 식사, 이런 식재료를 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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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수업 자료 5
나의 일일 기초대사량, 신체질량지수(BMI) 계산하기
1. 일일 기초대사량
도봉구청에서 제공하는 기초대사량 계산하기
<출처 : http://u-health.dobong.go.kr/hcal/metabolism.asp>
기초대사량이란?
-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양
-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량
- 보통 휴식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됨
기초대사량 산출 방법
- 남자 : 66.47 + (13.75 X 체중) + (5 X 키) - (6.76 X 나이)
- 여자 : 655.1 + (9.56 X 체중) + (1.85 X 키) - (4.68 X 나이)
남성

여성

나이

평균 기초대사량

나이

평균 기초대사량

20 ~ 29세

1728 ± 368.2 ㎉

20 ~ 29세

1311.5 ± 233.0 ㎉

30 ~ 49세

1669.5 ± 302.1 ㎉

30 ~ 49세

1316.8 ± 225.9 ㎉

50세 이상

1493.8 ± 315.3 ㎉

50세 이상

1252.5 ± 228.6 ㎉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2. 신체질량지수(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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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공식
체중(kg) ÷ 키(m)²
허리둘레에 따른 동반 질환의 위험도
분류

체질량 지수(kg/m2)
< 90cm(남자), < 85cm(여자)

≥ 90cm(남자), ≥ 85cm(여자)

저체중

< 18.5

낮다

보통

정상

18.5 ~ 22.9

보통

증가

위험체중(과체중)

23 ~ 24.9

증가

중등도

1단계 비만

25 ~ 29.9

중등도

고도

2단계 비만

≥ 30

고도

매우 고도
<출처 : 대한비만학회>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1차시 활동지 1

‘좋아하는 음식의 혈당 변화 알아보기’ 소그룹 활동지

조

조원

식품명

분량

eGL

열량
(kcal)

100g

20

128

100g

28

283

100ml

9

42

100g

14

80

100g

7.5
이하

207.5

섭취 전
혈당
(mg/dl)

섭취 후
혈당
(mg/dl)

혈당 변화
수치
(mg/dl)

혈당 변화
평균값
(mg/dl)

고구마
A

식빵
B

오렌지주스

C

바나나
D

E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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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수업 자료 1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작

1. 근수축 운동
1) 골격근의 구조
① 골격근은 뼈대에 붙어있는 근육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약 600개의 주요 골격근이 존재한다. 운동 뉴런을 통해 흥분
이 골격근으로 전달되면 골격근이 수축하여 뼈대를 움직인다.
② 골격근은 수많은 근육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 섬유들은 결합 조직에 의해 다발을 이루고 있다.
2)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작 - 근수축 원리
①운
 동 뉴런으로 활동 전위가 전달되면, 운동 뉴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되어 근육 섬유막에 활동 전위가 생성
된다.
② 근육 섬유막에서 발생한 활동 전위는 T관을 통해 근육 섬유 구석구석에 전달된다.
③ 근소포체의 Ca2+ 통로가 열리고 Ca2+이 세포질 내로 유입되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하여 활주가 시작된다.
④ 근육의 이완 과정
수
 축 과정과 반대로 운동 뉴런이 활동 전위를 근육 섬유로 보내는 것을 멈추면, 근소포체는 세포질 내의 Ca2+을 능
동 수송을 통해 흡수한다. 그 결과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이 차단되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의 수축이 멈추고 근육
이 이완한다.

2. 근수축의 활주설 모형
마이오신 한 분자는 긴 꼬리와 옆으로 돌출된 구상의 머리로 이루어져 있다. 꼬리는 다른 마이오신 분자의 꼬리와 결합하
여 굵은 필라멘트를 이룬다. 근육 수축 시 마이오신의 머리 부위가 액틴 필라멘트와의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액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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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당겨 활주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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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심규철 외 5인(2014). 생명과학Ⅰ지도서.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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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수업 자료 2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소비될까?

	운동을 겸비한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동의 효과 중 칼로리 소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운동
을 하면 칼로리가 소비될까요? 그 양은 얼마만큼일까요? 운동 전후 혈당 측정을 통해 칼로리가 소비되고 있음을 간접
적으로 관찰해보겠습니다.

자전거

달리기/걷기 환경

혈당 측정

역할 분담

의 강도와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운동 강도와 속도를 제시하기 위
해 메트로놈 속도(BPM)를 이용,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아울러, 같은 종
목 내에서 속력을 다르게 수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혈당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하고, 빠른 속력에서 더 많은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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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어플에서 제시하는 음식 칼로리와 운동 시 소비 칼로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가 일어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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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수업 자료 3
다이어트 어플 깔았다고 살이 빠지니?

다이어트 어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체질량지수(BMI), 하루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소화 에너지, 운동으로 소모해야 할 열량, 하루 섭취량 등 너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이어트 어플, 과연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먹는 양이 어플 기준과 다르다면?
500kcal를 소비하려면 자전거를 1시간 동안 타라고 하는데 만약 내가 자전거 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일상생활은 실험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게
운동에 참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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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어플의 다양한 정보 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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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1시간 타고 나의 소비열량이 얼마만큼인지 개개인이 알 수는 없다. 하지만 BPM을 이용하여 늘 같은 속도로
또는 체력이 좋아져서 조금씩 빠른 속도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면, 개인의 다이어트 목적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2차시 활동지 1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소비될까?

운
 동을 겸비한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동의 효과 중 칼로리 소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
니다.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소비될까요? 그 양은 얼마만큼 일까요? 운동 전후 혈당 측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체크(mg/dl)
조

종목

속도
운동 전

A

자전거

70bpm

B

자전거

40bpm

C

달리기

100bpm

D

걷기

70bpm

E

줄넘기

80bpm

운동 후

변화량

모든 운동은 15분 동안 수행합니다.

1. 오늘 먹은 급식(점심) kcal는?(학교 급식표 참고)

2. 점심에 섭취한 kcal를 소비하려면 방금했던 운동을 얼마 동안 해야 할까?
(‘다이어트신’ 어플 참고)
3. 조별로 혈당 변화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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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활동지 2

바디 디자이너로 SNS 스타가 되어보자!

측정 장면을 녹화했나요? 인스타그램에 바디 디자이너 UCC 영상을 업로드하세요!
UCC 주제는 ‘운동으로 다이어트하기 캠페인!’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팀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UCC 필수 포함 내용
각 조원별 역할 수행 장면 / 다이어트와 운동의 관계 / 해시태그 #바디디자이너
평가 기준
1. 협동

1점

2점

3점

- 조원들은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 조원들 간에 서로 협동하면서 임했는가?

2. 운동 계획
- 목표로 하는 칼로리 소비량을 위해 정확한 운동 계획을 세웠는가?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 얼마나 다양한 운동 종목을 활용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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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 가능한(현실성 있는) 계획인가?

3. 운동 다이어트 캠페인
- 수업 내용을 운동 다이어트 캠페인으로 잘 연결하였는가?
-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만들었는가?
- ‘좋아요’ 개수는?(조별 순위)

최종 점수

/40점

4점

5점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 3차시 수업 자료 1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 따라 해도 될까?

	살 좀 뺐다 하는 연예인들이 먹었다고 알려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다이어트 식단들.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할 때 열
량은 낮되 영양은 균형있게 구성해야 필수영양소 결핍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필수영양소가 부족하면 탈모나
골다공증이 오기도 한다. 약간의 영양학적 보충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식단을 즐길 수는 없을까? 식품영양학 교수(한
혜영, 안동과학대학교)에게 그 답을 들었다.

한식, 소금을 조심하라

달걀에 시금치를 함께~

식빵보다는 현미밥

단일품보다는 여러 가지

§ 아침 : 요거트 + 사과 1개

§ 아침 : 고구마 1개

§ 점심 : 한식 위주 백반

§ 점심 : 삶은 달걀 3개 + 식빵 1조각

§ 저녁 : 고구마 1개 + 양상추 + 식빵 1개

§ 저녁 : 김밥 3개

고구마는 귤과 함께~

오이와 사과의 환상 콤비

우유와 식초는 변비에 특효

저녁에는 뿌리채소를 함께~

§ 아침 : 닭가슴살 + 고구마 1개 + 저지방우유

§ 아침 : 오이 1개 + 저지방우유 1잔

§ 점심 : 현미밥 + 채소샐러드

§ 점심 : 현미밥 1/2공기 + 배추 조금

§ 저녁 : 고구마 2개

§ 저녁 : 오이 1개 + 배추 조금

	최소한의 필수영양소는 충족시키자!
한
 국영양학회에서는 20세에서 29세의 여성은 2,100kcal를, 30세에서 49세는 1,900kcal를 섭취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다. 인체는 식품 섭취를 통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신체를 구성하고 조정해주는 작용을 하는 영양소
를 공급받는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크게 6가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수분이다.
h 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2/2016020201185.html?Dep0=twit ter&d=20160202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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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뉴스Q chosun.com(2016.02.10) ‘연예인 다이어트 따라 해도 될까’

107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 3차시 수업 자료 2
어플리케이션 ‘김급식’을 설치한다.
학교를 등록하면 이번 달의 우리 학교 급식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주 식단을 미리 살펴보고 해당 날짜를 클릭하면 그날의 전체 칼로리와 영양성분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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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
 플리케이션 ‘김급식’을 설치하고,
학교를 등록한다.

108

김급식 어플 첫화면

② 우리 학교 식단을 클릭하면 주간식단
을 볼 수 있다.

주간계획서 클릭

③ 학교급식표

8월 급식표

※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가 점심시간이다. 점심 메뉴를 가장 궁금해하고 학교 급
식 계획표를 매일 찾아본다. 급식에 대해서는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가정통신문으로 급식 구성표가 배
부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3차시 활동지 1

나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

	나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일까?

음식 섭취 전후와 운동 전후의 혈당량 변화를 알아보자.
혈당 변화
내가 먹은 음식 종류
먹기 전

먹은 후

음식 섭취 전후 혈당 차이 : (

)
혈당 변화

우리 조 운동 방법
운동 전

운동 전후 혈당 차이 : (

운동 후

)

* 생각해보기
Q1. 나에게 식단 조절과 운동 방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Q2. 나는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고, 운동처방을 하는 것이 좋을까?

* 다이어트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칼로리를 생각해야 한다.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체내
띄게 나타난다. 다이어트할 때, 운동을 해서 열량을 소모하는 비중보다 음식물 섭취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에 우리는 식단 구성의 중요성을 알고 다이어트에 접근해야 한다. 식단 구성과 운동을 병행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
운 바디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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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음식 섭취 전후, 운동 전후의 혈당량 차이를 비교해보면 음식 섭취에서 혈당량 감소가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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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활동지 2

나의 바디 다자인 계획서

날짜 :

♡ 나의 바디 다자인 계획서 ♡

학번 :
이름 :

현재 나의 몸 상태를 기록해보자!
1. 성별/ 나이
2. 나의 키/ 몸무게

/

세

4. 하루 섭취 칼로리

cm/

kg

5. 평소 운동량

3. 일일 기초대사량

kcal

kcal

BMI :

6. 신체질량지수(BMI)

저체중 / 정상 / 과체중/
비만 / 고도비만

= 체중(kg)/키(m)2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 보자!
1. 몸무게
2. 하루 섭취 칼로리

kg

3. 하루 소비 칼로리

kcal

4. 운동 방법/ 시간

kcal
/

나의 바디 디자인 계획서 / 식단 + 운동
1일째
운동 구성

식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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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칼로리
음식 종류
섭

칼로리

아침

칼
로
리

시간

소비
칼로리

총 칼로리

소

취

비
점심

칼
로
리

저녁
간식
총 섭취 칼로리 (

)

총 소비 칼로리 (
♡ 1일 점검 ♡

섭취칼로리 (
-소비칼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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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방법

)kcal-기초대사량 (
)kcal= (

)kcal
)kcal

)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 과제 평가 2
차

평가

시

영역
데이터의
명확성

올
 바른 방법으로 혈당을 측정하였는가?
활
 동지에 정확한 혈당값을 기록하였는가?

문제 인식
및 해결

바
 람직한 다이어트의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음식

종류에 따른 혈당 변화 확인을 통해 당부하지수(GL)를
이해하고 있는가?

평가

바
 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소그룹별 토론한 내용을 정
리하여 발표하였는가?
‘좋아하는 음식의 혈당 변화 알아보기’ 소그룹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음
 식 종류(고구마, 식빵, 오렌지주스, 바나나, 닭가슴살) 중
당부하지수(GL)가 낮은 음식과 높은 음식을 정확히 선택하
였는가?
활
 동 후 물품을 정리정돈하였는가?

1
차
시

2
차
시

평가

데이터의
명확성
3
차
시

설명

평가

배점
1점

2차시 평가 항목(활동지 2) 활용
8항목(40점)

2점

3점

4점

5점

/40

1, 2차시에 작성하였던 활동보고서를 잘 이용하여 수업에 참
여하였는가?
개
 인별 다이어트 목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식
 단 구성을 할 때 어플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는가?
개
 인별 식단 구성은 현실가능성이 있는가?
섭
 취량 대비 운동량은 목적에 부합하는가?
제
 시된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바
 디 디자이너로서 나만의 계획이 나왔는가?

공
통

총 점

/70

 미현(2012).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 체형 인식 및 체중 조절 행동 양상. 한국식품영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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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슬립(Time Slip) ;
과거에 현재를 덧씌우기(消防)
상문고등학교 류민우, 이재선 적용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01

학습 목표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해 각인시키고, 개개인이 학습한 다양한 과학적·역사적 방법을 직접 적용하여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도록 한다.

02

STEAM 준거틀 구성
구 분
상황 제시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상문고등학교

창의적 설계

112

감성적 체험

CO

03

주요 내용
다양한 화재 사례를 제시하여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임을 인지한다.(1차시)
문화재 화재 관련 뉴스를 보여주며 심각성을 일깨우고, 선조들의 화재 대비 방법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한 후, 과거의 방화·방재 방법을 소개한다.(2차시)

CO

CD

 형 건물 화재의 원인 및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대
토의한다.(1차시)
모둠별로 그림을 그려보며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여 작성한다.(1차시)
화재 원인별로 어떠한 진화(鎭火) 작업이 필요한 지 토의한다.(1차시)
우리 선조들이 활용했던 방화·방재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학습지를 활용하여 관련 사진을
접하고 그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발하게 토의한다.(2차시)

ET

 모둠별로 과거의 방화·방재 방법 한 가지를 선정하여 현대의 소방 기술을 접목시킨 후
각
학생들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안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확인한다.(2, 3차시)
모둠별로 해결책을 발표하고 질문 및 피드백을 활발하게 주고받는다.(3차시)
화재 등의 재해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책을 각인한다.(3차시)

: Context Presentaion,

CD

: Creative Design,

ET

: Emotional Touch

STEAM 프로그램 요약
▣ 1차시
단계

도입

교수·학습 자료
교사
각종 화재 상황 동영상을 제시(문제
상황 인지)
1차시 학습 목표 설명

학생
동영상을 시청한 후 화재의 심각성
을 인지한다.
수업 내용에 흥미를 가진다.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PPT, 활동지

소요
시간

5분

STEAM
요소

S

A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요약본

전 개

학생들이 각종 화재 사건의 원인 및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지도
모둠 토의 과정이 잘 드러나게 기록
하도록 지도
발표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
록하고, 이를 참고하여 피드백을 제시
할 것을 지도
간단한 학생용 동료 평가표를 활용
하여 평가하도록 지도
모둠, 개인별 활동 평가는 교사용 관
찰 평가표 활용

정리 및
평가

화재 사건 조사 후 화재 원인, 화
재로 인한 인명 피해의 발생 이유, 해
결 방법 토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
적인 해결책 제시
모둠별 발표 진행(발표 시간 최대 2
분)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 중 피드백
할 내용 기록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으면서 (1차
시) 학생용 동료 평가표 작성
학생 활동지: 다음차시 수업 자료
로 활용

PPT, 활동지
인터넷 검색 가능
한 전자기기
실물 화상기 또는
미러링 가능한 전자
칠판(활동지 발표
자료로 게시용)

40분

A

T

S

(1차시용) 학생용
동료 평가표, 교사용
관찰 평가표

모둠별 활동지

5분

S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STEAM
요소

도입

흥미 유발 : 다양한 문화재 전소
현대 화재 사건을 활용해 흥미 유발
각종 화재 관련
사건 소개
가상 상황을 설정, 소개하고 이후 활
가상 상황 : 한 소방관이 조선시대 뉴스 동영상
동에 연계
로 타임 슬립하였음

10분

A

전개

과거의 방재·방화 방법 소개
과거의 화재 예방 방법 학습 및 현
과거의 방법 한 가지 선정 후, 현대 재와의 차이 비교
방재 기술과 접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
학생들이 가상 상황의 주인공이 되
도록 지도
었다고 가정하고, 문제 해결책 모색

PPT (사진들)
학습지
4절 도화지, 포스
트잇(또는 화이트보
드, 보드마카)

35분

PPT, 학습지

5분

S A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STEAM
요소

발표 내용 요약·정리

▣ 2차시
교수·학습 자료

단계

교사

학생

정리 및 퀴즈를 통해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평가 (모색한 해결책 발표)

간단한 퀴즈를 통해 내용 정리

A

T

S

▣ 3차시
단계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2차시에 모색한 해결책을 마지
2차시에 제시한 가상 상황을 재확인
막으로 수정·보완 후 모둠별 발표
시키고, 원활한 발표를 준비하도록 유도
준비

전개

한 모둠 당 발표 시간(3분 이내, 질의
모둠별로 준비한 해결책 발표, 질
PPT, 학습지
응답 및 피드백 3분 이내)을 엄수하며 활
의응답 및 피드백 공유
해결책을 기록한
발한 의견 교환이 일어나도록 지도
다른 조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며 도화지 또는 화이트
관찰 리스트에 모둠·개인 활동 체
보드
동료 평가표, 자기 평가서 작성
크 후 평가

35분

S T A

정리
및
평가

전체 수업의 내용 정리 및 마무리

10분

S A

전체 수업의 내용 정리 및 마무리

PPT

PPT

5분

S

A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도입

113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주제

타임 슬립 ; 과거에 현재를 덧씌우기(消防)

내용
목표

관련교과

과학, 역사

화재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 수 있다.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선조들이 실시한 화재 예방 방법을 확인하고, 현재의 방법과 비교할 수 있다.

자료 조사를 통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학습 목표

토의를 통해 화재 예방 방안에 대해 구체화한다.
과정

모둠별 발표·질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능력을 기른다.

목표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현재와 과거의 방재 방법 비교를 통해 과거의 방법 중 활용·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선조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원인, 화재 예방 방법 학습
S

상황에 맞는 화재 예방 방법 계획
자료 조사, 적용, 구체화를 통한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 및 과학적 사고력 함양

STEAM
요소

T

과거와 현대의 소방 관련 기술을 융합시킨 적정 기술 창안
문화재의 소중함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방화·방재 방법 확인(역사)

A

모
 둠별 토의·발표, 모둠 간 피드백,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함양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상문고등학교

개발 의도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해 각인시키고, 그들이 학습한 다양한 과학적·역사적 방법을 직접 적용하여 화
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도록 한다.

방재(防災)는 모든 국가에서 항상 관심사항으로 삼는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인간이 불을 매일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더욱 예의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선조들은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화재를 방비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인간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안전과 방재를 위해 현대인들은 다각도로 연구하고 진일보한 방법들을 고안하였다.
특히 화재(각종 재해)의 발생 및 확산 원인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걸맞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진일보
한 첨단 대책이 산재하여 있어도 화재를 맞닥뜨렸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과거의 상황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국
민들이 방재 대책(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지속적인 홍보 및 가상훈련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각인시키고, 그들이 학습한 다양한 과학적·역사적 방법을 직접 적용
하여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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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 제시를 통하여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자료 조사와 토의, 설계 과정을 통하여 모둠별 생각을 구체화한다. 이때 치열
한 토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사고를 구체화 및 확산하는 소양
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과거 선조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목조 건물과 주변 지역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선택한 다
양한 화재 예방 방법을 확인한다. 그리고 현재에 활용되고 있는 방법과 비교·대조를 하여 과거의 기술과 현재의 기술 양측
모두에 흥미를 느끼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화재 예방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심화시켜 조
사·발표함으로써 선조들의 지혜를 확인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먼저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화재(각종 재해)의 발생 및 확산 원인, 화재의 발생 조건을 살펴보고, 화재의 양상과 방재 방법
변화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학습한다. 매 차시마다 모둠별로 실습 및 토의의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하여 이해의 범위
를 넓힌다.
구체적으로는 한 학교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PBL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도입은 최근 발생한 동탄 화재 참사1
와 런던의 아파트 대형 화재 사고2 등과 같은 화재 관련 사건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게 한 후 불
이 빠르게 확산된 원인 등을 찾도록 하고, 토의 속에서 실제 원인을 교사와 함께 분석한다.3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처럼 알
리는 장치도 마땅치 않았을 텐데, 이러한 화재를 어떻게 대비했을까?’에 착안하여 한국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화재 방비
책을 찾아보고 공유한다.
이후 가정된 상황을 제시한 후 약 6개의 모둠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 과정을 거치며 해결책
을 모색한 후 학급 전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다.

동
 탄 주상복합 건물 화재, 런던 고층 아파트 화재 등의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장면을 보여주
상황

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임을 인지시킨다.

제시

이
 전 차시에 활용한 각종 화재 사건과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재 화재 뉴스를 보여주며 심각성

(Co)

을 인지함과 동시에 선조들의 화재 대비 방법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한다.
우리 선조들이 활용했던 방화·방재 방법을 소개한다.

대
 형 건물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 및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 피해로 번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STEAM

창의적

준거

설계
(Cd)

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모둠별로 그림을 그려보며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여 작성한다.
화재의 원인별로 어떠한 진화(鎭火) 작업이 필요한지 토의한다.
우
 리 선조들이 활용했던 방화·방재 방법을 담은 학습지를 활용하여 관련 사진을 접하고, 그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발하게 토의한다.

체험
(Et)

각
 모둠별로 과거의 방화·방재 방법 한 가지를 선정하여 현대의 소방 기술을 접목시킨 후 학생들
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안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확인한다.
이전 차시에서 모색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질문 및 피드백을 활발하게 주고받는다.
화재 등의 재해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예방책에 대해 고민하고 각인할 수 있다.

1.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6537
2. http://news.joins.com/article/21667478
3. 불이 빨리 번지는 주변 환경, 상황들, 각종 가연성 재료들, 발화점 이상의 온도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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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과목

교육 과정 성취 기준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
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과학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

S

화재 발생 원인 학습

S

상황에 맞는 화재 예방 방법 계획

결을 위해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S T

[12사탐06-01]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

상황에 맞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과학 기

술의 구체화

회 문제 중 하나를 탐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
사회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12사탐06-02] 선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

A

모둠별 토의·발표, 모둠 간 피드백, 동료 평

가(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사회 문제 현황 분석

한 탐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
을 활용하여 선정한 사회 문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과학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하
고 평가할 수 있다.

S T A

문화재의 소중함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방화·방재 방법 확인
2
[10한사04-01] 조선 초 통치체제의 정비와 대외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상문고등학교

정책을 이해하고,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 과
역사

과거와 현대의 소방 관련 기술을 융합시킨 적

정 기술 창안

정을 파악한다.
[10한사05-02]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근대 문물 수용
에 따른 사회 변화를 탐구한다.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
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
3

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12사탐06-03] 선정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
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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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

자료 조사, 적용, 구체화를 통한 과학적 탐구 방

법 학습 및 과학적 사고력 함양
T A

모둠별 토의·발표, 모둠 간 피드백, 동료 평

가 및 자기 평가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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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CO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제시하기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재해 상황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런
 던 고층 아파트 화재, 동탄 주상복합 건물 화재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동영상을 보여준다.

1차시

CD

대형 건물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한다.

CD

화재의 원인별로 어떠한 진화(鎭火) 작업이 필요한지 토의한다.
- 모둠을 설정하여 논의한 후 자세하게 기록하여 정리·발표한다.

TIP

교
 사가 학생들의 활동에 너무 자세하게 개입하지 않고, 모둠원 간의 토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유도한다.

소주제

CO

가상 상황 설정 및 과거 방재 방법 소개, 해결 방법 토의

학
 생들이 소방서에 근무하는 10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라 가정하고, 과거(조선시대)로 타임 슬립
한 상황을 설정한다.

CO

2차시

선
 조들이 활용했던 방재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사용되는 방법과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 다양한 소방 방법이 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TIP

교
 사가 제시하는 방재 방법 외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CD

학
 생들이 가상 상황의 주인공이 되어 과거에 있었던 방재 방법에 현대적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ET

3차시

TIP

설정된 가상 상황에 맞는 소방 관련 융합 기술 발표 및 피드백

이전 차시에서 모색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질문 및 피드백을 활발하게 주고받는다.
교
 사는 한 모둠 당 발표시간을 엄수하도록 공지하고, 학생 간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일어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ET
TIP

발표하는 내용을 경청하며 학생용 동료 평가표 및 자기 평가서를 작성한다.
피드백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유를 제시하여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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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계획

평가 영역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여러 가지 화재 원인을 말할 수 있는가?
화재 원인별로 예방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지식과 내용

우리나라 방재(防災)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방재(防災) 기술을 현대 기술과 비

수행 평가
동료 평가

교·대조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기능 및 기술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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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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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포트폴리오 평가

관찰 평가

모둠별로 실험 및 제작이 원활하였는가?

동료 평가

모둠별 발표 및 토의는 원활하게 진행되는가?

관찰 평가

모둠별 활동 과정에서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동료 평가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5. 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 1차시
소주제
과목
(단원)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제시하기

차시

1/3

과학 탐구 실험 2단원(생활 속의 과학 탐구) (고등학교 1학년)
사회 문화 탐구 6단원(사회 문제 사례 연구) (고등학교 3학년)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다.

성취 기준 [12사탐06-01]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 문제 중 하나를 탐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 이
유에 대해 설명한다.
[12사탐06-02] 선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선정한 사회 문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학습
목표

1. 화재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 수 있다.
2.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S

도입
(5분)

A

상황 제시

런
 던 고층 아파트 화재, 동탄 주상복합 건물 화재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CO

사고 장면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임을 인지시킨다.
1
 차시에서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활동지의 학생 활동 부분을 읽

TIP

준비물

PPT,
활동지

어가며 설명한다.

S

T

상황 제시에 따른 해결책 제시하기

CO

인
 터넷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 및 비슷한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해 조사한다.

CD

대
 형 건물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 및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 피해로 번지는 이

전개
(40분)

CD

화
 재의 원인별로 어떠한 진화(鎭火) 작업이 필요한지 토의한다.

TIP

모
 둠원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TIP

어
 떤 모둠원이 어떤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 다른 모둠원은 어떤 의견을 제시
했는지, 그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도
록 지도한다.

TIP

모
 둠원의 토의 과정이 잘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
시킨다.

활동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전자기기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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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

논
 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CD

그
 림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정한 해결 방안을 작성한다.

TIP

최
 대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TIP

왜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쓰도록 지도한다.
A

S

전개
(40분)

해결책 구체화하기

CD

모둠별 발표하기

CO

모둠에서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TIP

모
 둠에서 작성한 활동지를 실물 화상기로 화면에 띄우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

실물화상기 또는
미러링 가능한
전자칠판

하여 미러링을 통해 전자칠판에 띄워 발표 자료로 활용한다.
다
 른 모둠은 어떤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 다른 모둠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

TIP

는지, 그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다
 른 모둠의 발표를 들으면서 (1차시)학생용 동료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지

ET

도한다.

(1차시용)학생용
동료 평가표,

(1차시)학생용 동료 평가표는 최대한 간단하게 제작하여 학생들이 다른 모둠

TIP

의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교
 사용 관찰 평가표에 모둠별, 개인별 활동을 체크하여 평가한다.

TIP

교사용
관찰 평가표

S

정리
(5분)

CO

모둠별 발표가 끝난 뒤 발표 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정리한다.

TIP

학
 생들 발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리만 하도록 한다. 교사의 생각을 넣지 않
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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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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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
유의점

정리 및 설계하기

학
 생 활동지를 스캔하여 다음차시 수업 자료로 활용한다.

TIP

도입 부분에서 상황에 대한 너무 자세한 정리를 교사가 하지 않는다.

TIP

전개 활동 시, 모둠별 발표시간은 최대 2분으로 제한한다.

모둠별 활동지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 2차시
소주제

가상 상황 설정 및 과거 방재 방법 소개, 해결 방법 토의

차시

2/3

과학 탐구 실험 2단원(생활 속의 과학 탐구)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고등학교 1학년)

과목
(단원)

- 4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
- 5단원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개항과 개화 정책의 실시)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동
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성취 기준

[10한사04-01] 조선 초 통치체제의 정비와 대외 정책을 이해하고,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 과정을 파악
한다.
[10한사05-02]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근대 문물 수용에 따른
사회 변화를 탐구한다.

학습
목표

1. 선조들이 실시한 화재 예방 방법을 확인하고 현재의 방법과 비교할 수 있다.
2. 현재와 과거의 방재 방법 비교를 통해 양측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선조들의 지
혜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A

준비물

학
 생들에게 화재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과거의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CO

이
 전 차시에 활용했었던 각종 화재 사건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준비한 교수 자료
(숭례문 대화재 관련 뉴스, 낙산사 화재 관련 뉴스)를 활용하며 ‘과거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첨단으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화재에 어떻게 대비했을까?’라
는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도입

필
 요한 뉴스 동영상들은 미리 다운로드 받아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지 않더라도 원활
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10분)
A

CO

가상의 상황(과거 회귀)을 설정, 소개하고 학생들의 이후 활동과 연계시킨다.
가
 정 : ○○씨는 10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다. 숭례문 대화재, 낙산사 화재 등을 마
무리하였는데 갑자기 과거로 가게 된다. 과거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기
술을 토대로 관련 관청인 ‘금화도감’에 취직한다. ○○씨는 화재가 났을 때, 제약 사
항이 많은 시공간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화재 해결 방안을 토대로 하나씩

각종 화재 관련
뉴스 동영상
(숭례문 대화재,
낙산사 화재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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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TIP

드라마 ‘닥터 진’의 앞부분을 활용하여 과거로의 타임 슬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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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A

선
 조들이 생각한 화재 예방 방법이 현재의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한다.

CO

CD

우리 선조들이 활용했던 다양한 방화·방재 방법을 소개한다. (자리끼, 드므, 청동
룡, 망루, 완용 펌프, 전문 관청의 설치 등)

TIP

관
 련 사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먼저 사진 속 내용을 스스로 알아내보도록 유도한다.

CD

이
 전 차시에 다루었던 현대의 방재 방법과 비교하여 유사·대립점을 분석한 후 모둠
별로 학습지에 정리한다.

전개
(35분)

PPT,
학습지,
4절 도화지,
포스트잇

S T A

학
 생들이 가상 상황의 주인공이 되어 제시된 문제의 해결책을 각 모둠별로 모색
한다.

CD

ET

(또는 화이트보드,
보드마카)

앞서 확인한 과거의 소방·방재 기술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이전 차시에서 토
의한 현대의 방재 기술을 접목시킨 후 가상 상황에서의 해결책으로서 그 내용
을 정리한다.

TIP

교
 사가 제시하는 방화·방재 방법 외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S A

간단한 퀴즈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다.

정리

CD

ET 간단한 퀴즈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다.

(5분)

TIP

정
 리 후, 다음 차시에서 오늘 모둠별로 모색한 해결책을 토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상
호 간 질문 및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안내한다.

TIP

수업의 연속성을 위해 블록 타임제 수업을 진행한다.

TIP

도입 부분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TIP

전
 개 활동 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모둠원이 함께 활동하도록 교

지도상

사가 지속적으로 조력한다.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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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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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을 진행할 때, 각 모둠이 선택한 방법을 왜 선택했고, 이를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다른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유도한다.

TIP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활동지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 3차시
소주제

설정된 가상 상황에 맞는 소방 관련 융합 기술 발표 및 피드백

과목

과학 탐구 실험 2단원(생활 속의 과학 탐구) (고등학교 1학년)

(단원)

사회 문화 탐구 6단원(사회문제 사례 연구) (고등학교 3학년)

차시

3/3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성취 기준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12사탐06-03] 선정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학습

이전 차시에서 활동하며 고안한 내용을 발표·공유하며 과거와 현대 소방 관련 기술 간의 융합된 적정 기술

목표

을 창안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책을 마지막으로 수정·보완하여 발표를 준비하도록 유도한다.

도입
(5분)

이
 전 차시에서 주어진 가상 상황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각 모둠별로 정리한 해결

A

S

준비물

CD

‘과거(조선)의 소방 기술에 현대의 화재 해결 방안을 접목하여 난관을 헤쳐 나간다.’는

PPT

가상 상황을 상기시키고, 각 모둠별로 접목·융합시킨 해결책을 수정·보완하여 발
표를 준비한다.

T

S

A

모
 둠별로 준비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구성원 간의 질문 및 피드백을 활발하게
공유한다.

CD

ET

이전 차시에서 모색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질문 및 피드백을 활발하게 주고받
는다.

*1개 모둠 당 발표 3분 이내, 질의응답 및 피드백 3분 이내
전개

교
 사는 한 모둠 당 발표시간을 엄수하도록 공지하고, 학생 간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5분)

학습지,
4절 도화지,
포스트잇
(또는 화이트보드,

ET
TIP

발표하는 내용을 경청하며 학생용 동료 평가표 및 자기 평가서를 작성한다.
다
 른 모둠은 어떤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 다른 모둠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TIP

피
 드백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유를 제시하여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TIP

교사용 관찰 리스트에 모둠별, 개인별 활동을 체크하여 평가한다.

보드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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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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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D

정리
(10분)

A

전체 수업 내용을 정리하며, 의의를 설명한다.

ET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을 되새기며, 관련 지식과 함께 내포된 의미를 함께 기
억할 수 있도록 한다.

ET
TIP

3차시에 걸친 STEAM 수업 관련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STEAM 설문지

수업 중 가장 의미가 있고 유익했던 활동, 지적 호기심 해결을 위한 노력, 역경 극복

방법,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 활동 후 생각 또는 행동의 변화 등을 자세히 기록하게 한다.
TIP

마지막 인사를 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TIP

평
 가표를 합산하였을 때 학생들이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너무 실망

지도상
유의점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학생 개개인이 모두 열심히 활동하였음을 독려하고 칭찬한다.
TIP

학
 생들이 마지막까지 흥미를 가지고 발표 및 질의응답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교
사가 유도한다.

6. 참고 자료
차시

참고 자료

1차시
*2017년 동탄 화재 참사 관련 내용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6537
*서울 금천구에는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해 소방서가 없다는 내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04900
*2017년 런던 아파트 대형 참사 사고 관련 내용
http://news.joins.com/article/216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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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제시

① 2017년 6월 14일 오전 1시 20분 경(한국 시간 오전 9시 20분) 영국 런던 서부 노팅힐 근처 라티마 거리 그렌펠 타
워(Grenfell Tower : 2016년 리노베이션 완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높이 68m, 24층, 120여 가구가 거주하는

124

이 건물의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외벽, 비상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에 옮겨붙어 사망자 12명, 중상자 20명, 경상 78명
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다. …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② 2017년 2월 4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동탄 메타폴리스 3층의 뽀로로파크 공사 중 화재가 났다. 메
타폴리스 본동에 거주하던 100명이 대피했고, 이 중 40여 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펌프차 30여 대, 소방대원 100여 명이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고, 건물 수색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 3명
과 여성 1명을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모두 사망하였다.

■ 창의적 설계
① 1차 문제 해결안 논의 및 작성
대형 건물 화재가 발생되는 원인 및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해
결 방법에 대해 논의한 뒤 작성하기
② 모둠 토의 내용 정리
왜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모둠에서 결정해서 참고해야 할 주요 내용 정리하기
③ 그림으로 해결책 구체화하기
그림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정한 해결책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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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참고 자료

2~3차시
*2015년 4월 5일 YTN 뉴스 ‘산불 10년… 잿더미 ‘낙산사’ 그 후’

■ 상황 제시
① 화재의 위험성 및 심각성 확인
원활한 동기 부여를 위해 이전 차시에 활용했었던 각종 화재 사건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준비한 교수 자료(낙산사 화
재 관련 뉴스, 숭례문 대화재 관련 뉴스)를 활용한다.

낙산사 화재 사고(2005)
(관련 영상 : http://www.ytn.co.kr/_In/0115_201504050002002927)
(*출처 : 2015년 4월 5일 YTN 뉴스
‘산불 10년... 잿더미 ‘낙산사’ 그 후’

숭례문 화재 사고(2008)
(관련 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1513692)
(*출처 : 2008년 2월 21일 KBS 뉴스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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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55분 숭례문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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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흥미 유발 및 학습 동기 부여
‘과거에는 지금처럼 첨단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라 알리는 장치도 마땅치 않았을 텐데, 이러한 화재를 어떻게 대비했을
까?’라는 발문과 함께 가상의 상황(현대의 소방관이 과거(조선시대)로 타임 슬립을 하여 당시 소방 관련 전문 관청인 ‘금화
도감(禁火都監)’에 취직, 자신이 가진 현대 기술을 토대로 각종 위급 상황을 헤쳐 나감)을 설정, 소개하고 이후 활동과 연
계시킬 것임을 공지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 부여를 한다.

■ 창의적 설계 및 감성적 체험
① 과거와 현재 비교
과거에 사용된 방화·방재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의 기술과 비교한 후, 내용을 학습지와 주어진 모둠 토
의판에 정리한다.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과거에 사용된 방화·방재 방법

망루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 소장 현대의 망루
(*출처 : 개인 소장)

자리끼

창경궁 드므

(*출처 : 개인 소장 그림)

(*출처 : 문화유산 디지털 허브 내 ‘사적 123호 창경궁 드므’

완용 펌프

청동룡

개인 소장 사진)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청동룡)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출처 : 서울특별시 보라매 안전체험관 소장 완용 펌프,

② 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도입에서 제시했던 가상 상황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앞서 확인한 과거의 소방·
방재 기술 중 한 가지를 선정한 후 이전 차시에서 학습한 현대의 다양한 과학적 원리와 기술을 접목시키고 그 내용
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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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차시

참고 자료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제시하기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차시

2차시

참고 자료

가상 상황 설정 및 과거 방재 방법 소개, 해결 방법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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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2차시

참고 자료

가상 상황 설정 및 과거 방재 방법 소개, 해결 방법 토의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차시

2차시

참고 자료

가상 상황 설정 및 과거 방재 방법 소개, 해결 방법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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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차시

참고 자료

설정된 가상 상황에 맞는 소방 관련 융합 기술 발표 및 피드백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참고 문헌
1. 2015년 4월 5일 YTN 뉴스 ‘산불 10년… 잿더미 ‘낙산사’ 그 후’
2. 2017년 동탄 화재 참사 관련 내용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6537
3. 서울 금천구에는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해 소방서가 없다는 내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04900
4. 2017년 6월 14일 런던 아파트 대형참사 사고 관련 내용
http://news.joins.com/article/21667478
5. 드라마 ‘닥터 진’ (2012년 방영)
*삽입 사진 및 그림 출처(2차시)

1

낙산사 화재

2

숭례문 대화재

3

2015년 4월 5일 YTN 뉴스 ‘산불 10년… 잿더미 ‘낙산사’ 그 후’
(http://www.ytn.co.kr/_ln/0115_201504050002002927)
2008년 2월 21일 KBS 뉴스 속보 ‘00시 55분 숭례문 붕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1513692)

드라마 닥터 진

MBC ‘닥터 진’ 공식홈페이지 내 월페이퍼

(타임 슬립 예시)

(http://www.imbc.com/broad/tv/drama/drjin/wallpaper/)

닥터 진 일부

5

자리끼

6

드므

7

완용 펌프

8

청동룡

9

소방망루

MBC ‘닥터 진’ 공식홈페이지 내 티저 영상 (2012년 5월 26일자 게시물) 캡처
개인소장 그림
문화유산 디지털 허브 ‘사적 제 123호 창경궁 드므’
(http://hub.cha.go.kr/idolsearch/imageInfoView.do?file_seq=2314954)
개인소장 사진 (서울특별시 보라매 안전체험관 소장 문화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www.gogung.go.kr)
개인소장 사진 (서울특별시 보라매 안전체험관 소장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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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1
차시

1차시 / 3차시

학생 활동 1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제시하기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제시하기
모둠장

발표자

기록자

모둠원

모둠원

모둠원

학년

반

번

이름

1. 도입
문제 상황 - “우리 집도 20층인데…”
2017년 6월 14일 오전 1시 20분 경(한국 시간 오전 9시 20분) 영국 런던 서부 노팅힐 근처 라티마 거리 그렌펠
타워(Grenfell Tower : 2016년 리노베이션 완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높이 68m, 24층, 120여 가구가 거
주하는 이 건물의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외벽, 비상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에 옮겨붙어 사망자 12명, 중상자 20명,
경상 78명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다.…
- 2017년 6월 14일 뉴스 중 일부 발췌 -

2017년 2월 4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동탄 메타폴리스 3층의 뽀로로파크 공사 중 화재가 났다. 메
타폴리스 본동에 거주하던 100명이 대피했고, 이 중 40여 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펌프차 30여 대, 소방대원 100여 명이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고, 건물 수색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 3명
과 여성 1명을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모두 사망하였다.
- 위키백과 -

2. 문제 상황 분석 및 해결안 논의 및 작성
- 위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찾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작성하세요.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상문고등학교

(현재 페이지에는 모둠원의 논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떤 모둠원이 어떤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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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둠원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합
니다.)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학생 활동지 1

- 이 페이지에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왜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모둠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세요.(그림
을 이용하여 설명해도 됩니다.)

- 화재의 종류에 따른 원인 및 방재 방안에 대해 찾고 논의하시오.

-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듣고 우리 조와 다른 발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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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2
차시

2차시 / 3차시

학생 활동 4

과거 선조들이 사용한 방화·방재 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현대의 방법들과 비교 후, 정리한다.

과거 선조들이 사용한 방화·방재 방법을 확인 후 비교
모둠장

발표자

기록자

모둠원

모둠원

모둠원

학년

반

번

이름

1. 다음은 우리 역사 속에서 사용된 다양한 방재·방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의 빈칸을 채워보자.

1. 머리맡에 둔 물이 담긴 그릇은 자다가 목이 마르
면 바로 물을 마시기 위해 둔 것이기도 하지만, 화
①

재 시 신속하게 1차 진압을 하기 위해 두는 것이기
도 하다. 이 물이 담긴 그릇은 우리말로 (

)

(이)라고 한다.

2-1. 이것은 경복궁 근정전을 올라가는 계단 옆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방화(防火)를 위한 방
안 중 하나인데, 그 이름은 무엇일까?
(
②

)

2-2.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사용)하는 것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상문고등학교

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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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것은 조선 개항기에 도입된 소방 기구로, 소
방 활동 시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다. 이것의 이
름은 무엇일까?
( 완용

펌프 )

③
3-2. 이것의 작동 방식은?
☞수동식 운전 및 수동식 펌프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학생 활동지 2

4-1. 이것은 청동으로 만든 용으로, 경회루의 한 장
소에서 두 마리가 출토되었다. 그 장소는 어디일까?
(
④

)

4-2. 그리고 용은 왜 그곳에서 출토되었을까?
☞

5. 왼쪽 건물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용도는 무엇
일까?

⑤

- 이름 : (

)

- 용도 :

2. 표에 나오지 않은 역사 속 방재·방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보자.

3.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방재·방화 방법들은 현재의 무엇과 비교·대조(동일 기능, 대체 등)를 할 수 있을지 생
각해보자.

②
③
④
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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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퀴즈

돌발퀴즈
1. 조선시대 최초의 소방 관청의 이름은 무엇일까?
2. 우리나라에 ‘소방서’가 처음 생긴 시기와 그 지역은?
3. 과거로 떠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수업 초반에 제시한 과거로 타임 슬립한 소방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과거의 다양한 방재·
방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하여 현대의 방법 한 가지와 접목시켜 보자. 이때 방법들을 선정한 이유도 함께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상문고등학교

생각해 모둠원들 간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 정리해보자. (다음 시간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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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3
차시

3차시/3차시

학생 활동 4

설정된 가상 상황에 맞는 소방 관련 융합 기술 발표 및 피드백

소방 관련 융합 기술 발표 및 피드백
모둠장

발표자

기록자

모둠원

모둠원

모둠원

학년

반

번

이름

1. 모둠 발표 ‘조선의 화재도 줄여보자’
-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듣고 우리 조와 다른 발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2. 피드백하기
- 각 모둠의 발표 내용 중 긍정(플러스)의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 내용을 적고, 해당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자세
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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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2차시 활동지 중 예시 정답

1. 머리맡에 둔 물이 담긴 그릇은 자다
가 목이 마르면 바로 물을 마시기 위
①

해 둔 것이기도 하지만, 화재 시 신속하
게 1차 진압을 하기 위해 두는 것이기
도 하다. 이 물이 담긴 그릇은 우리말로
( 자리끼 )(이)라고 한다.

2-1. 이것은 경복궁 근정전을 올라가는
계단 옆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방화(防火)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데,
그 이름은 무엇일까?
( 드므 )
②
2-2.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사
용)하는 것일까?
☞ 화마가 드므 속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가도록 하는 용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상문고등학교

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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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것은 조선 개항기에 도입된 소
방 기구로, 소방 활동 시 꼭 필요한 필
수 아이템이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
③

까?
( 완용펌프 )
3-2. 이것의 작동 방식은?
☞ 수동식 운전 및 수동식 펌프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4-1. 이것은 청동으로 만든 용으로, 경
회루의 한 장소에서 두 마리가 출토되
④

었다. 그 장소는 어디일까? ( 연못 )
4-2. 용은 왜 그곳에서 출토되었을까?
☞ 청동룡이 화마를 막아준다고 믿어서

5. 왼쪽 건물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용
도는 무엇일까?
- 이름 : ( 망루 )
⑤

- 용도 : 화재 발견 및 알림 수단으로,
먼 곳을 살펴본 후 화재 발생 시 사이렌
이나 종 등을 활용하여 알린다. 전화가
보편화되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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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전염병으로부터
라쿤시를 구하라
천안업성고등학교 박상일, 성미림, 이경진 적용학년 1학년

01

학습 목표
항원ㆍ항체 반응과 면역 과정을 이해하고, 수학적 전염병 확산 모델을 통해 효율적 정책 결정 및 홍보물
을 제작할 수 있다.

02

STEAM 준거틀 구성
구 분
상황 제시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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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수성전, 전염병 대처 방법, 다양한 홍보물

CO

창의적 설계

CD

항원ㆍ항체 모형 제작, 전염병 확산 모델, 정책 결정 홍보물 제작

감성적 체험

ET

항원ㆍ항체 특이성, 전염병 대처 정책 결정, 홍보물 전시 및 설명회

: Context Presentaion,

CD

: Creative Design,

ET

: Emotional Touch

STEAM 프로그램 요약
▣ 1차시
교수·학습 자료

단계

교사

학생

도입

왜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영화 ‘대립군’ 중 왜군과의 수성전 영상 시청
CD 1, 2차 면역 반응에 대한 그래프
- 1, 2차 면역 반응 그래프에 대한 특징(개괄)

전개

CO 항원ㆍ항체 입체 모형 제작
- 항원과 항체 입체 모형의 접합부를 학생 임의로 정해 입체모형 제작
CD 항원 - 항체 복합체 조합
- 제작된 항원ㆍ항체 입체모형을 조합시킨 항원 - 항체 접합체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STEAM
요소

CO

영상 자료
활동지

활동지(항원 또는
항체 제작 모형)
제작된 입체 항
원ㆍ항체 모형

10

30

A

S

S

T

E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요약본

정리
및
평가

ET 창의적 활동을 통한 항원과 항체의 특성 및 면역 반응 특성 알기
- 항원 A에 대해 두 번째로 노출되었을 때 항체 농도가 처음 노출보다 크
게 증가하는 이유
- 항원 A가 항체 B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활동지

10

S

소요
시간

STEAM
요소

▣ 2차시
교수·학습 자료

단계

교사

학생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도입

다양한 전염병 대책
- 전염병의 확산과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뉴스 영상
CO 1차시 수업과 전염병 관련 영상을 이용한 전염병 대책
- 전염병 대처를 위한 두 가지 정책 중 선호 정책에 대해 간단한 의견 발표

영상 자료
활동지

10

S A

전개

CD 컴퓨터를 이용해 전염병 확산 모델에 의한 전염병 확산 추세 예측
- SIR 응용식 이용
CD 컴퓨터를 이용해 전염병 확산 모델의 의한 효과 계산
- 예방 비용 및 치료 비용을 고려한 효율에 따른 전염병 대처 효과(효율)
계산

활동지
(엑셀이 설치된)
컴퓨터
프린터

25

S

정리
및
평가

ET 전염병 확산 모델을 통한 전염병 대처 정책 결정
- 전염병은 어떤 추세로 확산되는가?
- 예방 비용과 치료 비용 변화에 따라 환자 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 예방 비용과 치료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활동지

15

S A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STEAM
요소

정책, 계몽 등의
포스터
활동지

5

S A

활동지
홍
 보 방법에
따라 사진기,
컴퓨터, 스케치용
펜 등 물품

35

A

활동지
정책 홍보물

10

S A

CO

M

▣ 3차시
교수·학습 자료

단계

전개

정리
및
평가

학생

다양한 포스터(홍보물)
- 전염병 예방에 대한 다양한 주장의 포스터
CO

CD 1, 2차시 수업 결과에 따라 수립된 정책 결정을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
(홍보물) 제작 계획 보고서 작성
- 간단한 제작 계획 보고서를 이용해 전달하고자 하는 홍보물에 대한
설계를 체계화
CD 홍보물 제작 계획을 기초로 전염병 대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

ET 작품 전시 및 홍보물 설명회
- 결정된 정책에 따라 제작한 홍보물 전시
- 홍보물 설명회 및 상호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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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에 의하면 지금 세계가 가장 급박하게 대비해야 할 것은 대규모
전염병의 발발이다. 게이츠는 ‘뮌헨 안보 컨퍼런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글로벌 전염병이 핵폭탄이나 기후 변
화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음에는 컴퓨터 스크린에서 테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
스 때문에 유행성 질병이 발발할 수 있다.”며 “그건 천연두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치명적이고 전염률이 높은
계통을 조작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빌게이츠는 “유행병 학자들은 자연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든, 테러리스트가 조작한 바이러스에 의한 전
염병이든 공기 중으로 급속도로 전염되는 병원체가 1년 안에 3천만 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실제
로 학자들에 따르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세계가 이런 전염병 발발을 경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적
인 전염병이 발발할 경우 새로운 백신을 빨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염병 발
발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일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BC15년 백제 온조왕 4년 기역(饑疫)에
대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염병이 존재하였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발병 현황은 알 수 없다.
전염병은 병원균을 전파, 번식시키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질병 유행의 상태로 나타났다. 그 조건이란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 스스로 만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도 좌우되어 왔다. 따라서 전염병 유행 양상은 한
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는 좋은 지표가 되어 왔다.

2.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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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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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원, 항체의 개념과 면역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백신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

실생활 속 다양한 수열을 발견할 수 있다.

●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득력있게 표현할 수 있다.

과
 정 목표
●

항원-항체 복합체 모형 제작을 통해 면역 과정과 백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등비수열로 구성된 전염병 확산 모델의 Computing을 통한 결과로 전염병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

시각 이미지를 이용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3. STEAM 과목 요소
S
 : 항원ㆍ항체, 면역 체계, 백신을 이용한 질병의 예방
T
 /E : 전개도를 이용한 입체 모형 제작
A
 : 홍보물 제작, 손자병법: 모공편, 정책 결정(수립)
M
 : 등차수열, Computing, 실생활 속 다양한 수열

4. STEAM 단계 요소
상
 황 제시(Co)
●

영화 ‘대립군’ 영상 왜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전염병 관련 동영상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선수 학습과 영상을 통한 전염병 대처 방법 의견 제시

●

홍보물, 같은 주제이면서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창
 의적 설계(Cd)
●

1차, 2차 면역 반응에 대한 그래프

●

항원ㆍ항체 모형 만들기

●

항원-항체 복합체 조합하기

●

컴퓨터 프로그램(엑셀)을 이용한 전염병 확산 추세

●

컴퓨터 프로그램(엑셀)을 이용한 전염병 대처 방법 결정

●

전염병 확산 모델 Computing에 따른 정책 결정 홍보물 제작 계획서 작성

●

전염병 확산 모델 Computing에 따른 정책 결정 홍보물 제작

감
 성적 체험(ET)
항원ㆍ항체의 특이성 및 면역 반응 특성 알기

●

전염병 대처에 대한 정책 결정

●

전염병 대처 홍보물 작품 전시 및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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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항원, 항체의 개념 및 면역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관찰 평가

등비수열의 개념을 이해하고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는가?

관찰 평가

토론 및 발표에 대한 주제 설정은 적절하며, 사례에 대해 논리적이며 창의적으

동료 평가

로 토론 및 발표에 임하고 있는가?

관찰 평가

지식과 내용

정의적 측면
탐구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가?
홍보물 표현에 대한 소재는 적절하며, 홍보물에 정책과 자신의 의견이 적절히
표현되고 있는가?
항원ㆍ항체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항원-항체 복합체를 조합할 수 있
는가?
기능 및 기술

컴퓨터를 이용해 전염병 확산 모델을 수식화하고, 수열로 나타낼 수 있는가?

전염병 대처 홍보물의 제작이 의도에 맞게 되었는가?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천안업성고등학교

모둠별 토의 시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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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책 결정 홍보물 제작에 있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전염병 대처 홍보물의 설명이 적절한가?

동료 평가
관찰 평가
산출물 평가
관찰 평가
산출물 평가
관찰 평가
산출물 평가
관찰 평가
산출물 평가
관찰 평가
동료 평가
관찰 평가
동료 평가
관찰 평가
동료 평가
관찰 평가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6. 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 1차시 과학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주제

전염병으로부터 라쿤시를 구하라

차시

1/3

과목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수업 모형

교과 연계 수업형

단원

2. 질병과 면역

교육 과정

항
 원, 항체의 개념과 면역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백
 신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항
 원-항체 복합체 모형 제작을 통해 면역 과정과 백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성취 기준

과1254-2. 면역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여 백신의 원리를 알고, 백신을 이용해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S

CO

준비물

A

영화 ‘대립군’ 중 광해군과 대립군이 일본의 왜군을 막는 영상 시청

- 왜군을 바이러스(항원)라고 가정하면 대립군(代立軍)은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체(항

■영상 자료
활동지

체)라고 할 수 있다. 왜군을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도입
(10분)

TIP

경
 우에 따라 수성(守城)전이 포함된 영상(영화 300, 반지의 제왕 등)을 이용한다.
영화를 재미있게 편집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유의할 점은 영화를 활용한 상황 제시
에 있어 국가를 폄하하는 등의 비교육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S

CD

1차, 2차 면역 반응에 대한 그래프 확인

- 2차 면역 반응은 1차 면역 반응에 비해 항체가 빠르게 생성되며, 그 양 또한 1차

■활동지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영화 ‘대립군’ : 출처-https://youtu.be/gUp9jb0uyy4>

에 비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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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분)

<1차, 2차 면역 반응 그래프>
TIP

2
 차 면역 반응이 1차 반응에 비해 항체가 빠르게 생성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어
지는 창의적 설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그래프의 해석은 1차 면역 반응에 비해 2차 면역 반응이 빠르게 나
타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S

CD

T

E

활동지에 포함된 항원ㆍ항체 모형 만들기

- 항원 모형을 만드는 학생과 항체 모형을 만드는 학생이 50:50의 비율이 될 수 있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천안업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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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만들기 과정>
학습 활동
(30분)

<항원 만들기 과정>
TIP

■활동지(항원 또는
항체 제작 모형)

도록 한다.

항
 원ㆍ항체 모형 중 임의로 하나를 만들 수 있게 지도한다. 단, 미리 상의하고 결
합 부위의 모형을 만드는 것에 주의한다.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S

CD

T

E

자
 신이 제작한 항원 또는 항체 모형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 또는 항원을 찾아

■제작된 입체
항원ㆍ항체 모형

항원-항체 복합체를 조합

학습 활동
(30분)

<항원-항체 복합체>
TIP

자
 신이 제작한 항체(또는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모형이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
게 지도하고, 만약 항원ㆍ항체의 결합 부위가 다를 경우 새롭게 제작하는데 추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통해 면역 반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

S

ET

창의적 활동을 통한 항원과 항체의 특이성 및 면역 반응의 특성 알기

-항
 원 A에 대해 두 번째로 노출되었을 때 항체 농도가 처음 노출되었을 때보다 크
게 증가하는 이유
마무리

- 항원 A가 항체 B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10분)
TIP

제
 작된 항원ㆍ항체 모형은 결합부의 모양에 따라 특이성을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노출되었을 때 항체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처럼 특이적 면역 반응에 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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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수학_Computing을 이용한 정책 결정
주제

전염병으로부터 라쿤시를 구하라

차시

2/3

과목

고등학교 1학년 수학Ⅱ

수업 모형

교과 연계 수업형

단원

3. 수열
등
 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교육 과정

실
 생활 속 다양한 수열을 발견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등비수열로 구성된 전염병 확산 모델의 Computing을 통한 결과로 전염병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수학 2313-2.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S

CO

A

전염병 관련 영상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홍보 영상 시청

- 과학 시간에 항원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다. 전염병
에 대한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천안업성고등학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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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10분)
<전염병 관련 영상 : 출처-https://youtu.be/NG_JKZVactM>

<전염병 예방 홍보 영상: 출처-https://youtu.be/ojP8Cg66EXQ >

■영상자료
활동지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전
 염병에 대한 대처는 예방과 치료가 있다. 본 수업의 목적은 수학적 ‘전염병 확

TIP

산 모델’을 이용해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임을 영상
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S

CO

A

1차시 과학 수업과 영상 시청을 통해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법 의견 제시

■활동지

-전
 염병 대처를 위한 두 가지 정책 중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의
견을 듣는다.
학
 생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전염병 확산 모델’에 의한 결정이 아닌 관

TIP

련 지식이 없는 개인적 의견임에 주의한다.

S M

CO

도시에서의 전염병 확산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전염병이 어떻게 확산되

■활동지
컴퓨터

는지 컴퓨터(엑셀을 이용한 SHEET) 제작

프린터

- 도시의 거주 인구 : n, 전염병 발생 k번째 주(week) 환자 수: Ik,
k번째 주 걸리지 않은 사람 수 : Sk, k주에 완쾌되어 면역이 생긴 사람 수: Rk
Sk = n - (Ik + Rk)
Ik+1 = Ik + a(Sk + Ik) - bIk
Rk+1 = Rk + bIk
단, a는 예방 조치가 잘 될수록 작아지며, b는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고 치료 시
스템이 구축될수록 커진다.
엑셀 SHEET는 아래와 같이 작성될 수 있다.

TIP

학습 활동

week
(k)

population
(n)

prevention
(a)

treatment
(b)

infected
(I_k)

recovered susceptible
(R_k)
(S_k)

1

650,000

0.020

0.300

3,000

0

647,000

650,000

2

650,000

0.020

0.300

15,100

900

634,000

650,000

29

650,000

0.020

0.300

27,355

269,082

353,563

650,000

30

650,000

0.020

0.300

26,767

277,288

345,945

650,000

total

(40분)

■활동지

전
 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 조치와 신약개발 비용을 고려한 정책 결정

컴퓨터

- 앞선 ‘전염병 확산 모델’에서 예방 조치(a) 비용을 감소시키는 비용과 신약 개

프린터

CD

발(b) 비용이 같다고 할 때의 정책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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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

151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엑셀 SHEET는 아래와 같이 작성될 수 있다.

TIP

case 1.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
week
(k)

population
(n)

prevention
(a)

treatment
(b)

infected
(I_k)

recovered susceptible
(R_k)
(S_k)

1

650,000

0.010

0.300

3,000

0

647,000

650,000

2

650,000

0.010

0.300

8,600

900

640,500

650,000

29

650,000

0.010

0.300

17,304

148,769

483,927

650,000

30

650,000

0.010

0.300

17,125

153,960

478,915

650,000

total

학습 활동
(40분)

case 2. 신약을 계발하는 경우
week
(k)

population
(n)

prevention
(a)

treatment
(b)

infected
(I_k)

recovered susceptible
(R_k)
(S_k)

1

650,000

0.020

0.310

3,000

0

647,000

650,000

2

650,000

0.020

0.310

15,070

930

634,000

650,000

29

650,000

0.020

0.310

26,364

269,637

353,998

650,000

30

650,000

0.020

0.310

25,799

277,810

346,391

650,000

total

■활동지
S

ET

A

전염병 확산 모델을 통해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정책 결정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천안업성고등학교

- 전염병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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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5분)

- a값과 b값의 변화에 따라서 환자 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 a값과 b값의 변화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지 발표를 듣는다.
TIP

전
 염병 대처에 대한 정책의 결정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
친다. 본 정책은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 3차시 미술 _ 정책 홍보물 제작
주제

전염병으로부터 라쿤시를 구하라

차시

3/3

과목

고등학교 1학년 미술

수업 모형

교과 연계 수업형

단원

12. 발상과 표현

교육 과정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시각 이미지를 이용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성취 기준

미창122.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S A

CO

같은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다양한 포스터(홍보물 등)

-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전염병 관련 포스터

■정책, 계몽 등의
포스터 사진,
활동지

도입
(5분)

TIP

같
 은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담은 포스터, 다른 현상에 대해 서로 같은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포스터>
출처 - https://schoolhealth.edumac.kr/shnhome/bbs/bbs01002v.
php?LstNum1=1500&msch_gbn=new&fmain=Y&GbnCode=

주장을 담은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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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CD

앞
 선 수업에서 수학적 ‘전염병 확산 모델’을 통해 수립된 정책을 홍보할 수 ■활동지
있는 포스터(또는 영상을 이용한 캠페인 등)를 계획

- 간단한 활동 계획 보고서를 이용해 전달하고자 하는 홍보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체계화시킨다.
활
 동 계획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 결정된 정

TIP

책에 따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홍보물 제작 계획 보고서
주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만들기

학년 - 반
참고사항

이름
1. ①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의 이미지를 스케치합니다.
2. ②~④는 이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학습 활동
(35분)

① 시각 이미지

② 무엇이 보이는가?

③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학생이다. 얼굴의
대부분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
얼굴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에 의해 얼굴 대부분이 가
려진 과장된 모습이 특이하다.
* 방법 : 커다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학생을 소재로 과장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이미지에 사용
하였다.

↘
↙
④ 시각 이미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천안업성고등학교

‘독감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의미이다. 마스크가 얼굴
독감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 대부분을 가릴지 모르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
홍보하는 포스터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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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D

홍보물 제작 계획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전염병 대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

■활동지
홍보 방법에

- 학생 활동 예시 자료

따라 사진기,
컴퓨터,
스케치용 펜 등
홍보물 제작
필요 물품

<예방 홍보물 1>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치료 홍보물 2>

<홍보 동영상>

<사진을 이용한 홍보물>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물>

http://cfile23.uf.tistory.com/image/2139F53E55C18E2425972A
http://2000happy.tistory.com/444

전염병 대책에 대한 홍보물은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을 이용해

TIP

제작하도록 한다. 단,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경우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S

ET

마무리
(10분)

A

■정책 홍보물

작품 전시 및 홍보물 설명회

- 결정된 정책에 따라 제작한 홍보물을 전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다. 결정된 정책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상호 평가한다.
TIP

상호 평가 과정을 통해 정책 홍보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
록 학생을 지도한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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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사용 지도 자료
결핵(tuberculosis)처럼 많은 인구가 걸리는 질병을 다룰 때는 결정론적인 수학적 모델을 사용한다. 이런 모델에
서는 전체 인구를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 감염된 사람, 회복된 사람 등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에 개
개인을 배치한다. 감염된 사람이 회복되는 경우처럼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런 이동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기초적인 역학 모델로 SIR 모델을 들 수 있다. SIR 모델에서는 전체 인구수가 변하지 않는다
고 가정한 모델로, 전체 인구를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S), 감염된 사람(I), 회복된 사람(R)으로 나눈다.
먼저 S(t)는 시간 t에서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수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I(t)는 시간 t에
서 질병에 감염된 사람의 수, 즉 S그룹 사람에게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R(t)은 질병에서 회복
된 사람을 나타낸다. 이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다시 감염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지
도 않는다.
사람들은 아래 그림처럼 SIR 모델에서 S → I → R 순서로 그룹을 옮겨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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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IR 모델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모델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다. 먼저, 질병의 감염 속도와 회복 속도가 출생, 죽음으로 인한 인구수 변화보다
빨라서 출생, 죽음으로 인한 인구수의 변화를 무시한다.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또, 첫 번째 식에서 먼저 사람 개개인이 질병에 접촉하고, 감염될 확률이 β로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염자 한 명
당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βS이고, 전체 감염자 수로 따지면 단위시간당 생기는 새로운 감염자의
수는 βSI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감염자 수는 그대로 S그룹에서 I그룹으로 이동한다. I그룹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R그룹으로 건너가는데, 이 속도를 결정하는 계수가 회복률(γ)혹은 평균 감염 시간(1/γ)이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들은 질량작용의 법칙(Law of Mass Action)을 따른다. 질량작용의 법칙은 각 그룹 사이에서
그룹의 구성원이 이동할 때의 속도가 그룹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출처: (좌)https://lsy5518.files.wordpress.com/2014/09/sir-graph1.png (우) 자체 제작

SIR 모델에 따르면 전염성 질병은 보통 위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시간에 따라 각 그룹에 속한 사람 수
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Susceptible에 속하는 사람이 감염되면서 Infected의 수가 늘어나
고, 이후 새로운 감염자는 줄어드는데(S그룹이 적어져서) 질병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I그룹이 많아져
서) Recovered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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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과 백신

1.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라쿤시를 지키기 위해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3가지 형태의 접합부(둥근 모양,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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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항체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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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쿤시를 위협하는 좀비 바이러스(항원)를 제작해보자. 항체 결합부는 둥근 모양, 삼각형, 사각형 중 하나를
선택해 임의대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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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그래프에서 항원 A에 대해 두 번째로 노출되었을 때, 항체 농도가 처음 노출되었을 때보다 크게 증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28일 이후 항원 A에 대한 항체 농도는 크게 증가하지만, 항원 B에 대한 항체 B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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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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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확산의 수학적 모델

1. 인구 40만 명인 라쿤시에 무서운 좀비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다. 라쿤시의 시장인 여러분은 라쿤시를 안전
히 지키기 위해 전염병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염병 확산 모델을 이용해 정책을 수립해보자.

<전염병 A의 확산에 관한 간단한 수학적 모델>
도시의 거주 인구: n
감염된 환자의 수가 I일 때, 전염병 A의 발생 k번째 주의 A에 걸린 환자 수: Ik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S일 때, k번째 주까지 A에 걸리지 않은 사람 수: Sk
회복되어 면역을 가진 사람의 수가 R일 때, k번째 주에 완쾌되어 A에 면역이 생긴 사람 수: Rk
이상의 변수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Sk = n - (Ik + Rk)
Ik+1 = Ik + a(Sk + Ik) - bIk
Rk+1 = Rk + Ik
단, a는 예방 조치에 대한 상수값으로 예방 조치가 잘 될수록 작아지며, b는 백신 등의 치료시스템에 대한 상수값으
로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고 치료시스템이 구축될수록 커진다.

2. 인구 40만 명인 도시에 첫째 주 전염병 A에 감염된 환자 수(y1)가 3천 명이라 하고, a=0.02, b=0.3이라고 할
때, 시간에 따른 x, y, z 값을 구하시오.(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엑셀 SHEET를 완성 후, 출력하여 활동지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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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0.02, b=0.3인 상황에서 예방 조치를 취해 a의 값을 0.01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신약을 개발해서 b
의 값을 0.01 증가시키는데 드는 비용과 같다고 가정하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예방 조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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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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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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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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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 조치 정책과 신약 개발 정책 중 하나가 더 합리적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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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1. 라쿤시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좀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결정한 당신. 이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위해 정책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 라쿤시 시민들에게 홍보해보자.
홍보물 제작 계획 보고서

주

제

참고사항

1. ①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의 이미지를 스케치한다. 단, ①은 전염병 확산 모델에 따른 정
책 결정 과정에 따른다.
2. ②~④는 이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한다.

① 시각 이미지

② 무엇이 보이는가?

③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
↙
④ 시각 이미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

2. 홍보물 제작 계획에 따라서 전염병 대책 홍보물을 A4 크기로 제작하고, 홍보물에 대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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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토양?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성일고등학교 박경수, 이세훈, 이재식, 김양지 적용학년 1학년

01

학습 목표
일상생활에서 산·염기를 구분하고 산성토양을 중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 뒤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성토양의 관리 방안을 기술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제시할 수 있다.

02

STEAM 준거틀 구성
구 분

상황 제시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성일고등학교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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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CO

03

주요 내용
2015 개정교육과정 3. 변화와 다양성 (6)화학 변화
산성비로 인해 산성화된 우리 삶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우리 주변의 토양은 산성화가 진행되었을까?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CO

2015 개정교육과정 3. 변화와 다양성 (6)화학 변화
우리 주변의 물질을 직접 산과 염기로 구분해보자.
중화반응 실험을 통해 토양의 산성화를 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해보자.
산성토양의 중화 및 관리를 위한 창의적 산출물을 설계해보자.

CD

 2015 개정교육과정 3. 변화와 다양성 (6)화학 변화
산
 성화로 인해 오염된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 토양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
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
산
 성토양의 창의적 산출물 설계를 통해 중화반응의 중요성을 알고, 토양의 산성화를 예방
할 수 있는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ET

: Context Presentaion,

CD

: Creative Design,

ET

: Emotional Touch

STEAM 프로그램 요약
▣ 1차시
단계

도입

교수·학습 자료
교사
 성비 관련 동영상을 보고 ‘산성’
산
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학생
자
 신이 알고 있는 ‘산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동영상
활동지

5분

STEAM
요소

S

T

E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요약본
읽기 자료를 통해 산과 염기의 유
래 및 지시약의 발견 과정을 알아본다.
지시약에 따른 색깔 변화를 찾아본
다.
우리 주변 물질의 pH를 측정해 보고,
직접 pH 그래프를 그려보게 한다.
로그와 관련된 과학 기사를 읽어보
게 한다.

산과 염기에 대해 직접 검색해 보
고 정의를 내려본다.
준비해 온 물질들을 pH 미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그래프로 나타
내어 본다.
로그를 사용함에 따른 장점을 생
각해 보고 조원들과 토의해 본다.

멀티미디어 기기
pH 미터기
활동지

35분

정리 및
pH의 정의에 따라 주변 물질의 액성
평가 을 직접 결정하게 한다.

측정한 물질의 pH를 기준으로 직
접 액성을 결정하고, 모둠별 보고서
를 완성한다.

활동지

10분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전개

T

S

E M

T

S

E M

▣ 2차시
교수·학습 자료

단계

교사

학생

도입

우리 학교 주변에 토양의 액성을 예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토양의
측하도록 질문한다.
산성도를 예측한다.
산성화된 토양의 사례가 실린 기사
산성토양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
를 소개한다.
해 본다.

전개

활동지를 보며 실험 개요 및 방법
우리 학교 주변에서 가져온 토양에 을 알고 실험을 진행하고, 측정한 온도
대해 산성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의 와 pH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정리한다.
개요와 방법을 소개한다.
실험 오차 발생 시, 그 원인에 대
산성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해 알아본다.
대해 토의해 보도록 제안한다.
모둠원과 산성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정리 및
조별 보고서를 평가하고 산성토양의
조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산성토양
평가 중화방안을 발표시킨다.
의 중화방안을 발표한다.

활동지
PPT 자료

STEAM
요소

S

T

E

35분

S

T

E

실험 보고서

10분

S

T

E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5분

▣ 3차시
단계

교수·학습자료
교사

학생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하고 있
활동지에 있는 기사 내용을 통해
는 생활 속 적용 사례들을 기사를 통 산성토양을 중화, 관리한 기존의 방
해 소개한다.
법들에 대해서 학습한다.

전개

산성토양 중화, 관리 관련 특허, 실용
신안 출원 자료들을 특허정보검색 사이
트를 통해 조사해보도록 한다.
산성토양 중화반응을 이용한 창의적
기기를 설계하기 위해 매트릭스 기법에
맞추어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모둠을 형성하고 여러 단어를 조합
하여 주제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설
계하도록 한다.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여 특허
정보검색 사이트에 나와 있는 주제 관
련 출원 자료들을 검색한 후 정리한다.
매트릭스 기법을 이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을 제작한다.
작성한 전지를 많은 학생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교실에 붙여 공유하도
록 한다.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자료를 조
학생들이 제작한 창의적 산출물을
정리 및 사한 후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실생활
검토하고 과학 원리가 적용된 다양
평가 사례들을 학습하여 과학과 기술, 공학이
한 기기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한다.

10분

S

T

E

활동지
멀티미디어 기기
이젤패드
(또는 전지)
매직

35분

S

T

E

활동지

5분

S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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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프로그램명

산성토양?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산성토양?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적용학년

고등학교 1학년

관련과목

과학, 수학, 미술, 공학

1. 주제 및 제작 의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들의 삶은 윤택해졌지만, 환경 오염이라는 고름이 생겨 머지않아 터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 오염을 상징하는 고유명사 중 하나인 산성비는 뉴스에서 종종 등장한다.
산성비의 ‘산성’은 산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의미이며, 산·염기에 대한 정의는 물론, 지시약을 통해 이들을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중화반응열을 이용한 제설 장치나 광물을 이용한 토양 개량제같이 산·염기 중화반응의 원리
가 적용되어 특허출원된 기술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의 산과 염기를 구분하고, pH의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학
을 연계하여 간학문적 사고를 기르고자 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염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산성토양을 중화시키고, 토
양을 관리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학생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구성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며, 과학-기술-사회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성일고등학교

2.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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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목표
●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에 대해 구분할 수 있다.

●

산·염기 중화반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토양의 산성화를 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

중화반응의 원리를 적용한 자신만의 제품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

매트릭스 기법을 이용하여 과학적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하여 표현할 수 있다.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3. STEAM 과목 요소
S : 산·염기, 중화반응
T/E：pH 측정, 특허, 참여적 산출물 설계
A：창의적 산출물 디자인
M：로그

4. STEAM 단계 요소
상황 제시
●

산성비로 인해 산성화된 우리 삶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

우리 주변의 토양은 산성화가 진행되었을까?

●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창의적 설계
●

우리 주변의 물질을 산과 염기로 구분해보자.

●

중화반응 실험을 통해 토양의 산성화를 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해보자.

●

산성토양의 중화 및 관리를 위한 창의적 산출물을 설계해보자.

감성적 체험
●

산성화로 인해 오염된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고 토양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울 수 있다.

●

산성토양의 창의적 산출물 설계를 통해 중화반응의 중요성을 알고,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생활 태
도를 기를 수 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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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과목

단원

소주제

학습 내용

S

CO
S

CD

산과 염기,
1차시

통합

3. 변화와

로그와 pH,

과학

다양성

물질의
pH 측정

T

E

동영상 시청하기

산성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산성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T

E

산과 염기 이해하기

읽
 기 자료를 통해 산과 염기의 유래 및 지시약의 발견 과정
을 알아본다.

S

CD
S

T

E

실험을 통해 주변의 물질 pH 측정하기

우리 주변 물질의 pH를 측정하고, pH 그래프를 그려본다.
M

과학 기사를 통한 로그와 pH의 관계 이해하기

CD

로그와 관련된 과학 기사를 읽어본다.

ET

로
 그를 사용함에 따른 일상생활 속 장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
을 말한다.

S

ET

S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성일고등학교

통합

3. 변화와

과학

다양성

산성토양의

T

E

준비된 산성토양의 온도와 pH 측정하기

TIP

준
 비된 산성토양을 실험하도록 한다.
T

E

산성토양을 중화반응시킨 후 온도와 pH 측정하기

CO

산성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CD

산
 성토양을 중화반응시켜 보면서 산성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
에 대해 생각해본다.

CD

중
 화반응에 따른 온도 변화와 pH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본다.

ET

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S

T

E

산
 성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이
야기하기

ET

실
 험 결과를 토대로 산성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한다.

산성토양의
3차시

통합

3. 변화와

과학

다양성

중화와 관리,

S

CO

중화반응을
이용한
기기 설계

168

pH를 통해 산성과 염기성 구분 짓기

pH의 정의에 따라 주변 물질의 액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우리 주변 토양의 산성도는 얼마나 될까?

pH 측정,
중화 실험

E

CO

S

2차시

M T

T

E

산성토양 중화ㆍ관리에 대한 기존 적용 기술의 예 확인

산
 성토양을 중화, 관리하고 있는 생활 속 적용 사례들을 기사
를 통해 확인하자.

TIP

산
 성토양 중화·관리 기술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
다. 뉴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검색해보자.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S

T

E

산
 성토양 중화·관리, 중화반응 관련 특허, 실용신안 출
원 기술 확인

CD

산
 성토양 중화·관리 관련 공학 기술, 중화반응 관련 특허, 실
용신안 출원 자료들을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조사해보자.

산성토양의
3차시

TIP

통해 구체적 과학기술공학 적용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중화와 관리,

통합

3. 변화와 다양성 중화반응을

과학

특
 허정보검색 사이트에 있는 특허, 실용신안 출원 자료들을

S

T

E

A

산성토양 중화, 중화반응을 이용한 창의적 기기 설계

이용한

CD

매트릭스 기법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기기 설계

ET

산
 성토양 중화, 중화반응을 이용한 창의적 기기를 설계해보
자.

TIP

창
 의적 사고 기법 중 하나인 매트릭스 기법을 통해 창의적 아
이디어를 확산하고 수렴한 후, 목적에 맞게 아이디어를 제안
하고 설계해보자.

S

: Science 과학,

T

: Technology 기술,

E

: Engineering 공학,

A

: Art 예술,

M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
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자신감, 지적 만족
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통해 동기 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
가 생긴다. 또,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을 말한다.

6. 평가 계획
차시

2

3

방법

실험 보고서를 통한 결과 정리

보고서 평가

과학 기사 읽기를 통한 사고의 확장

교사 관찰 평가

실험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교사 관찰 평가

실험 보고서를 통한 결과 정리

보고서 평가

창의적 산출물 제작 과정

교사 관찰 평가

창의적 산출물

산출물 평가

※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 차시별 평가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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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pH 측정을 통한 산과 염기 구분하기

과목
단원

통합과학

차시

1/3

3. 변화와 다양성

2015 개정교육과정 - 3. 변화와 다양성 - (6) 화학 변화
교육 과정

[10통과06-4]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중화반응을 이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토의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의 pH 측정을 통해 산과 염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S

(5분)

CO

산성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산성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S

T

CD

읽기 자료를 통해 산과 염기의 유래 및 지시약의 발견 과정을 알아본다.

CD

학생들은 산과 염기에 대해 직접 검색해보고, 산과 염기의 정의를 내려본다.

학습 활동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성일고등학교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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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직접 검색을 통해 지시약에 따른 색깔 변화를 찾아본다.
멀
 티미디어 기기를 통한 자유로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S

T

CD

우리 주변 물질의 pH를 측정하고 pH 그래프를 그려본다.

TIP

p
 H 미터기를 이용하여 각 모둠에서 준비한 물질의 pH를 측정한다.

TIP

우
 리 주변 물질 : 김치, 식초, 레몬, 사이다, 세제, 비누 등

S

M

CD

로그와 관련된 과학 기사를 읽어 본다.

ET

로
 그를 사용함에 따른 일상생활 속 장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S

ET

M

실험을 통해 주변의 물질 pH 측정하기

E

과학 기사를 통한 로그와 pH의 관계 이해하기

T

동영상

산과 염기 이해하기

E

CD

(10분)

유의점

동영상 시청하기

TIP

마무리

지도상의

E

T

준비물

E

pH를 통해 산과 염기성 구분 짓기

p
 H의 정의에 따라 주변 물질의 액성을 판단할 수 있다.

모둠별 인원은 4인 1조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pH 미터기 사용법을 잘 숙지시키도록 한다.
실험 시 이동하는 학생이 없도록 주의시킨다.

여러 가지 물질,
pH 미터기,
멀티미디어 기기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읽어보기 1
우리 주변의 물질을 산과 염기로 구분할 수 있고, 산·염기의 유래와 이를 구분하는 지시약의 발견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보자.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제각기 다른 역할을 해. 예를 들어, 혈액
은 온몸에 영양분을 전달한 후 노폐물을 받아오고, 위액은 우
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우리가 건강을 유
지하려면 혈액은 약한 염기성을 띠어야 하고, 위액은 산성을
띠어야 한대.
산성? 염기성? 이것은 대체 무얼 말하는 걸까?
<출처: 초등과학 개념사전, (주)북이십일 아울북>

▷ 산, 염기의 뜻과 유래 - 맛의 정체를 찾아서
옛날 사람들은 음식물 속에 바늘같이 뾰족한 것이 들어 있어 혀를 찌르기 때문에 신맛이나 쓴맛이 난다고 생각했대.
하지만 음식물들이 이러한 맛을 내는 진짜 이유는 산과 염기가 물속에 들어가 각각 다른 성질을 띠기 때문이야. 산
이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H+)’을 내놓고, 염기가 물에 녹으면 ‘수산화 이온(OH-)’을 내놓는다고 해. 물론 이 사실을
몰랐을 때도 산과 염기라는 말이 있었어. 산(acid)은 대부분 신맛을 내기 때문에 ‘시다(acid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
되었고, 염기(base)는 소금과 같은 염을 만들어 내는 성질이 있어서 염을 만들어내는 ‘기초(basis)’가 된다는 뜻의 그
리스어에서 왔다고 해.

▷ 산성과 염기성을 띠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산은 ‘시다’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주위에서 신맛을 내는 물질을 찾아보면 돼. 레몬이나 식초, 김치, 요구르트 이런 것
들이 산성을 띠는 것이지. 염기성을 띠는 물질은 쓴맛을 내거나 피부에 닿았을 때 미끈미끈한 느낌을 주는 것을 찾으
면 돼. 대표적으로 비누, 샴푸, 세제 등이 있는데,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 이렇게 산의 성질을 띠는
것을 ‘산성 물질’, 염기의 성질을 띠는 것을 ‘염기성 물질’이라고 불러.

아. 이러한 성질 때문에 공통적으로 신맛을 내는 특성이 있어. 반
면에 모든 염기는 물에 녹으면 수산화 이온(OH-)을 내놓지. 따라
서 공통적으로 쓴맛을 내거나 미끈미끈한 성질이 있어. 수소 이
온과 수산화 이온이란 말을 처음 듣는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 둘
은 물(H2O)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만 짐작하면 돼.
<출처: 초등과학 개념사전, (주)북이십일 아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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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H+)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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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약 - 산, 염기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
한 과학자가 우연히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아냈어. 그건 바로 지시약이야. 지시약은 한자로
‘가리킬 지(指), 볼 시(示)’ 자를 써서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별해 내는 시약이라는 뜻이지. 지시약은 산성
또는 염기성 물질과 닿으면 특별한 색깔로 변해. 그래서 용액의 성질을 알려 주지. 처음에는 꽃이나 약초, 이끼 등으
로 즙을 낸 것을 지시약으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편리한 리트머스 종이나 pH 시험지, pH 미터기 등을 사용해. 마
냥 신기해 보이는 리트머스 종이도 사실은 이끼를 이용해 만든 거야.
그렇다면 최초의 지시약이 된 영광의 주인공은 누굴까?

그건 바로 과학자 보일의 실험실에 놓여 있던 운좋은 제
비꽃이야. 보일은 16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과학자야.
어느날 황산을 얻는 실험을 하다가 옆에 두었던 제비꽃
꽃잎 색깔이 보라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한 보
일은 이 힌트를 놓치지 않고 ‘지시약’을 만들어 ‘산’을 구
별하는 데 사용하였지.

(로버트 보일. 1627~1691. 영
국의 화학자, 물리학자. 아일랜
드 Lismore Castle 출생. ‘화학
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 용액의 성질 - pH란?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pH 시험지에서 pH란 무슨 뜻일까? 어떤 용액이 더 진한 산성인지 또는 염기성인지를 나타내
기 위해 만든 단위가 바로 pH야. pH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수’란 뜻으로, 일정한 양의 용액에 수소 이온(H+)
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지. 물질이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얼마나 많이 내놓는지에 따라 pH의 숫
자가 달라져. 이때 pH 숫자가 작을수록 수소 이온이 많이 생긴 것을 뜻해. 따라서 pH 숫자가 작은 용액일수록 더 강
한 산성이 되는거지.

◆ 활동하기 1
우리 주변의 김치, 식초, 레몬, 사이다, 세제, 비누 등과 같은 물질의 pH를 직접 측정해 보고 pH 그래프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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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pH 미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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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2
수학 기호인 로그(log)가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됨을 기사를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로그 사용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직접 측정한 물질의 pH에 로그의 개념을 적용하여 액성을 구분할 수 있다.

▷ 리히터 규모 1이 증가하면 에너지는 32배 증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지진 소식을 접할 때 꼭 따라붙는 용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리히터 규
모’라는 말이다. 물론 리히터 규모 말고 ‘진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진도’는 지진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지진
에 의한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지진의 크기를 정한 오래된 척도다. 진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은 0부터 7까지 8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진도 2는 창문
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를, 진도 3은 유리창이 가볍게 흔들리거나 찻잔이 약간 덜그럭거릴 정도의 지진을 말한다.
그런데 진도는 각 지점에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똑같은 지진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지진을
분류할 때는 지진 자체의 크기를 어떤 척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보편적으로 이
용하는 방법이 1935년 리히터가 개발한 척도인 ‘규모(magnitude)’다. 지진의 규모는 진원지로부터 1백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계로 측정한 지진파의 최대 진폭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진파의 최대 진폭은 지진에 따라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를 알기 쉽게 축소해 나타낸 것이 로그다.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 A미크론(1미크론=1천분의
1mm)인 지진의 규모 M은 상용로그를 이용해 M log10 A(=log A)으로 정한다.
지진의 최대 진폭이 10배씩 커질 때마다 지진의 규모는 1.0씩 증가한다(log 1=0, log 10=1, log 102=2, … log
10n=n). 그리고 지진의 규모(M)와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E) 사이에는 log E=11.4+1.5M라는 관계가 성립한
다. 이는 지진 규모의 값이 1 증가하면 에너지는 약 32배로 증가함을 의미한다.(101.5 ≒ 31.6227 ≒ 32)

언제부터인가 도심의 전광판에는 소음 공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80데시벨’ 또는 ‘100dB’과 같은 수치가
등장했다. ‘데시벨(dB)’은 소리의 세기를 표준음의 세기와 비교해서 나타낸다. 표준음(진동수 1천Hz)은 정상적인 청
각을 지닌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 세기는 1㎡ 면적당 약 10~12W의 에너지를 나타낸다(10~12W/
㎡). 표준음의 세기를 Ⅰ0라 하고 어떤 소리의 세기를 Ⅰ라고 할 때, 이 소리의 세기를 데시벨로 환산한 수치 L은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구한다(L = 10log I/Io).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경우가 60dB이고, 조용한 방은 30dB 정
도라고 한다. 자동차 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소음의 정도인 80dB의 소리는 표준음의 세기의 1억 배(108)이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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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내부 소음은 표준음의 1억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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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톱 소리를 나타내는 100dB의 소리는 1백억 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수치를 통해 이 소리들이 얼마나 큰 소음인
지 짐작할 수 있다.

▷ 산성, 염기성 알려주는 수소이온 농도, pH
우리는 대기 오염의 결과로 산성비가 내리고,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이때 ‘pH 4.5’, ‘pH
5.2’와 같은 수치를 접하게 된다. 또 비누 광고에도 pH가 등장한다. 이런 수치는 용액 속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해
서 얻는다. 그런데 수소이온 농도는 용액에 따라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상용로그를 이용해서 수소
이온 지수(pH)로 바꾸어 0부터 14까지의 수로 나타낸다.
1L의 용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의 그램 이온수를 나타내는 수소이온 농도 [H+]를 pH로 바꾸는 공식은 pH=-log [H+]
이다. 만약 수용액 중에 수소 이온이 1.0×10-7g 있다면 이때의 pH는 7이다. pH가 7인 용액은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과학동아, 1999년 9월호에서 발췌>

◆ 활동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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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와 관련된 과학 기사를 통해 로그의 편리함을 생각해보고, pH를 기준으로 산과 염기를 직접 구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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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찾기

과목
단원

통합과학

수업차시

2/3차시

3. 변화와 다양성
2015 개정교육과정-3. 변화와 다양성-(6) 화학 변화

교육 과정

[10통과06-4]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중화반응을 이용하는 사례
를 조사하여 토의할 수 있다.

토양의 pH와 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토양의 산성화를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5분)

교수·학습 활동
S

T

E

준비물

기사를 통한 토양의 산성 정도 이해하기

CO

우리 학교 주변의 토양의 산성도는 얼마일까?

CD

토양이 산성화되는 사례들을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본다.

활동지

활동지,
S

CO
TIP

학습 활동
(35분)

S

T

E

준비된 산성토양의 온도와 pH 측정하기

우리 주변 토양의 산성도는 얼마나 될까?
준비된 산성토양을 실험하도록 한다.
T

E

산성토양을 중화반응시킨 후 온도와 pH 측정하기

CO

산성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CD

산성토양을 중화반응시켜 보면서 산성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에 대해 생각해본다.

CD

중화반응에 따른 온도 변화와 pH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본다.

ET

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학교 주변 토양,
증류수,
탄산칼슘
수용액,
스포이드,
온도계,
리트머스 종이,
비커,
약수저,
pH 미터기

S

(10분)

ET

T

E

산성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산성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한다.

활동지

모둠별 인원은 4인 1조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산성·염기성 용액이 몸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중화반응 과정에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한다.
교사는 사전에 예비실험을 통해 토양의 산성 농도와 반응시킬 탄산칼슘의 농도를 계산하여 중화반응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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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산성토양의 중화방안에 대한 토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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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1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토양이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토양이 산성화
된 두 가지 사례를 나타낸 신문기사이다. 다음의 기사를 읽고 산성토양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해보자.

산성비의 저주
산성비란 말 그대로 빗물이 산성을 띠는 것을 뜻하며, pH 수치가
5.6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pH 값은 물속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7.0이 중성이며, 이보다 수치가 작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산
성도는 어떻게 될까? 또한 공기가 깨끗한 시골 지역의 산성비 실
태는 어떨까?
제주도 고산 지역의 경우 평상시 빗물의 산성도는 pH 4.0~4.8 정
도로, 빗물로서는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내며, 심할 경우는 pH 3.8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성비가 내리는 원인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듯 중국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편서
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기 때문으로, 연중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산성비가 자주 내리게 되면 토양과 호수가 황폐화되고, 토양의 미생물이 죽게 되어 낙엽 등 생물의 사체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며 식물들, 특히 침엽수나 상록수 등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2010년 6월 9일, 경인일보 기사 발췌>

도심 산림토양 pH 4.44~4.96으로 ‘산성화’ 심각
산성토양의 원인은 도시나 공단지역의 경우 산성비, 벌채 및 방목, 화전 또는 산불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림토양의 산성화는 알루미늄 이온의 독성 축적, 양분의 전달 장애 가속화, 중금속 피해, 양분 섭취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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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미생물 및 소동물의 활성 약화 등의 피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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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일, 뉴시스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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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1. 산성토양의 중화반응 실험

Ⅰ. 실험 과정
실험 1.
① 준비된 토양 20g을 측정하여 200mL 비커에 담는다.
② 약수저를 이용하여 굵은 흙덩어리를 부순다.
③ 증류수 100mL를 비커에 넣은 후 흙과 증류수가 잘 섞이도록 흔들어준다.
④ 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가라앉은 흙 위의 물을 채집한다.
⑤ 스포이트로 채집한 물을 청색 리트머스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⑥ 용액의 pH를 측정한다.
⑦ 용액에 온도계를 넣어 온도를 측정한다.
실험 2. 중화반응
① 실험 1에서 만든 용액에 탄산칼슘 수용액을 5mL씩 8회에 걸쳐 첨가한다.
※ 단, 탄산칼슘 수용액은 사전 실험을 통해 교사가 직접 농도를 계산한 후 만들어 사용한다.
② 탄산칼슘 수용액을 5mL씩 넣을 때마다 해당 용액의 pH와 온도를 측정한다.
③ 측정한 용액의 pH와 온도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읽어보기 2
우리 주변에서 산성 물질을 중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생선회나 요리에 레몬즙을 뿌려 비린내를 중화시켜요.
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가 약해집니다.
비린내는 주로 염기성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산성 물질인 레몬즙과
만나면 중성으로 변한답니다.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서 중성이
회의 비린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벌레에 물리면 암모니아수를 발라요.
벌레의 독성 물질은 주로 산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염기성 물질인 암모
니아수를 발라서 벌레 독의 산성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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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을 통해 레몬즙의 신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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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기기 설계하기

과목
단원

통합과학

차시

3/3

3. 변화와 다양성
2015 개정교육과정-3. 변화와 다양성-(6) 화학 변화

교육 과정

[10통과06-4]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중화반응을 이용하는 사례
를 조사하여 토의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기기를 설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T

S

도입
(10분)

E

준비물

산성토양 중화·관리에 대한 기존 적용 기술의 예 확인하기

CO

산성토양을 중화·관리하고 있는 생활 속 적용 사례들을 기사를 통해 확인하자.

활동지

TIP

산
 성토양 중화·관리 기술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뉴스 자료를 바탕으

(개인별)

로 하여 검색해보자.

T

S

E

산성토양 중화·관리, 중화반응 관련 특허, 실용신안 원서 제출 기술 확인하기

CD

산
 성토양 중화·관리 관련 공학 기술, 중화반응 관련 특허, 실용실안 원서 자료들을 특

TIP

특
 허정보검색 사이트에 있는 특허, 실용신안 원서 자료들을 통해 구체적 과학기술공

허정보검색 사이트를 통해 조사해보자.
학 적용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활동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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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

산성토양 중화·중화반응을 이용한 창의적 기기 설계하기

CD

매트릭스 기법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ET

산
 성토양 중화, 중화반응을 이용한 창의적 기기를 설계해보자.

TIP

기기,
이젤패드
또는 전지,
매직펜

창
 의적 사고 기법 중 하나인 매트릭스 기법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수렴
한 후 목적에 맞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계해보자.

ET

마무리
(5분)

과
 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자료를 조사한 후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실생활 적용 사례들
을 학습하여 과학과 기술, 공학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한다.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기기들을 설계함으로써 지적 만족감, 성취감, 동기 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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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

멀티미디어

창
 의적 기기를 설계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고,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 활동은 창의적 기기를 설계하기 위
한 사전 이해 활동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시 교사는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 활동을 생략하고 활동지에 있
는 예시 자료들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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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1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생물 자원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연
구·개발되고 있다. 다음은 현재 산성토양을 중화·관리하는 방법 중 두 가지 사례를 나타낸 신문기사이다.

[조선 왕릉의 산성토양 개량]
문화재청 조선 왕릉관리소는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서울 태릉과 강릉(사적 제201호)을 대상으로 토양
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도시 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산성비는 토양 산성화를 가속화시켜 나무의 생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
다. 산성토양 개량사업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토양에 중화제를 살포, 미생물 활동이 왕성해질 수 있
도록 돕는다.
조선왕릉 관리소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조선왕릉 숲이 건강하게 거듭나고, 관람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조선왕릉 보존ㆍ관리와 활용 관련 사업에 대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꾸준히 발굴ㆍ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14년 4월 21일, 해럴드POP

[쾌적한 환경의 산림 휴양 문화를 위한 산성토양의 중화]
안면도자연휴양림 내 산림토양을 분석한 결과,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수준보다 산성도가 높았
다.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토양 평균 pH는 4.43으로 나타났다. 토양중화제는 토양 pH를 개량하고, 유용한
토양생물 증식 및 낙엽의 부식화를 촉진함으로써 쇠퇴한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등 산림 건전화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천혜의 관광지인 안면도자연휴양림의 산성화된 토양이 생명력을 지닌 흙으
로 살아나 건강한 숲이 조성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림 휴양 문화를 즐길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의 허파인 생명의 숲을 살리기
위해 산림토양 산성화 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 활동하기 1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의 산성토양 중화 및 관리 방안 또는 중화반응의 활용법에 대해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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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25일,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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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2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다음은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하거나 중화반응을 이용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기술들이다. 다음 자료를
통해 기존 기술들이 산성토양의 중화와 중화반응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출원명

광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제와 이의 제조 방법

원서 제출번호/
일자

1020150142982 / 2015.10.13

내용

본 발명은 광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제와 이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천연에서 산출
되는 광물을 이용하여 작물에는 무해하면서도 산성
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고 유용한 미네랄을 공급하여
토양의 성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토양개량제와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광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제는 제올라이트
100중량부에 대하여 견운모 50 내지 150I, 모나자이
트 40 내지 100I, 인회석 10 내지 30I, 게르마늄 10
내지 30중량 부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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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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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반응열을 이용하는 제설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제설 장치

원서 제출번호/
일자

1020100077147 / 2010.08.11

내용

본 발명은 중화반응열을 이용하는 제설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제설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중화반응열을 이용하여 눈을 제설함으로
써 제설 시간을 단축시키고 도로면이 재결빙되는 것
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염화물계 화합물보
다 토양의 부영양화 및 금속의 부식과 같은 부작용이
없는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이용한다.

◆ 활동하기 2
산성토양을 중화하거나 중화반응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 설계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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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시별 평가 방법
[1차시] pH 측정을 통한 산과 염기 구분하기
1. 보고서 평가
평가 항목

결과 정리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평정

이해력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내렸다.

1/2/3

판단력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올바르게 표현했다.

1/2/3

적극성

가지고 온 물질들의 pH를 5가지 이상 측정하여 올바르게 기입하였다.

1/2/3

표현력

측정한 물질들을 pH를 그래프로 잘 나타내었다.

1/2/3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평정(○, ×)

합계

2. 교사 관찰 평가
평가 항목

참여 1

조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었는가?

발표 및

참여 2

학생들 앞에서 조원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진행 과정

참여 3

얼마나 독창적인 생각이 나왔는가?

참여 4

측정한 pH 값을 이용하여 역성을 잘 나누었는가?

합계

[2차시] 산성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찾기
1. 교사 관찰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실험 과정에 맞게 시약 및 실험도구를 준비한다.

실험

참여 2

실험 과정에 맞게 실험을 진행한다.

및

참여 3

실험 후 정리정돈을 한다.

토의 참여

토의 1

실험 시 오차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토의 2

산성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한 방안 토의에 참여한다.

합계

2. 보고서 평가
평가 항목
결과 정리
합계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평정

성실성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록하였는가?

1/2/3

분석력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잘 표현하였는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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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1

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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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기기 설계하기
1. 교사 관찰 평가
평가 항목

흥미 / 태도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참여1

산성토양을 중화하는 기존 특허기술 등을 검색어를 이용하여 찾는다.

참여2

창의적 산출물을 고안할 때 매트릭스 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
를 제안하고, 다른 사람의 제안에 질문하거나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등
의 행동을 한다.

참여3

창의적 산출물을 고안할 때 매트릭스 기법을 이용하여 주제에 맞는 의미 있는
아이디어로 산출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른 사람의 제안에 질문
하거나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참여4

창의적 산출물을 디자인할 때 산출된 아이디어의 디자인을 하거나 다른 사람
의 디자인 설계 시 질문하거나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과제
집중력

검색 과정과 산출물 아이디어 고안, 디자인 설계 활동이 자료 제작 과정에 집
중하여 참여한다.

평정(○, ×)

합계

2. 산출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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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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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 평가 기준

평정

주제

연관성

산출 과정

방법 및
수행

사용한 방법이 적절한가?
수행의 수준이 적절한가?
- 너무 쉽지는 않은가?

1/2/3

독창성

새로운가?
- 완전히 새로운가?
- 기존의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았는가?

1/2/3

정교성

산출물이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가?
-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었는가?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였는가?

1/2/3

완성도

산출물이 완전한가?
-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 근거를 충실하게 제시하였는가?

1/2/3

산출물

합계

수업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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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1차시] pH 측정을 통한 산과 염기 구분하기

읽어보기 1
우리 주변의 물질을 산과 염기로 구분할 수 있고, 산·염기의 유래와 이를 구분하는 지시약의 발견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보자.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제각기 다른 역할을 해. 예를 들어, 혈액
은 온몸에 영양분을 전달한 후 노폐물을 받아오고, 위액은 우
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우리가 건강을 유
지하려면 혈액은 약한 염기성을 띠어야 하고, 위액은 산성을
띠어야 한대.
산성? 염기성? 이것은 대체 무얼 말하는 걸까?
<출처: 초등과학 개념사전, (주)북이십일 아울북>

▷ 산, 염기의 뜻과 유래 - 맛의 정체를 찾아서
옛날 사람들은 음식물 속에 바늘같이 뾰족한 것이 들어 있어 혀를 찌르기 때문에 신맛이나 쓴맛이 난다고 생각했대.
하지만 음식물들이 이러한 맛을 내는 진짜 이유는 산과 염기가 물속에 들어가 각각 다른 성질을 띠기 때문이야. 산
이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H+)’을 내놓고, 염기가 물에 녹으면 ‘수산화 이온(OH-)’을 내놓는다고 해. 물론 이 사실을
몰랐을 때도 산과 염기라는 말이 있었어. 산(acid)은 대부분 신맛을 내기 때문에 ‘시다(acid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
되었고, 염기(base)는 소금과 같은 염을 만들어 내는 성질이 있어서 염을 만들어내는 ‘기초(basis)’가 된다는 뜻의 그
리스어에서 왔다고 해.

▷ 산성과 염기성을 띠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산은 ‘시다’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주위에서 신맛을 내는 물질을 찾아보면 돼. 레몬이나 식초, 김치, 요구르트 이런 것
들이 산성을 띠는 것이지. 염기성을 띠는 물질은 쓴맛을 내거나 피부에 닿았을 때 미끈미끈한 느낌을 주는 것을 찾으
면 돼. 대표적으로 비누, 샴푸, 세제 등이 있는데,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 이렇게 산의 성질을 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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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산성 물질’, 염기의 성질을 띠는 것을 ‘염기성 물질’이라고 불러.

모든 산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H+)을 내놓
아. 이러한 성질 때문에 공통적으로 신맛을 내는 특성이 있어. 반
면에 모든 염기는 물에 녹으면 수산화 이온(OH-)을 내놓지. 따라
서 공통적으로 쓴맛을 내거나 미끈미끈한 성질이 있어. 수소 이
온과 수산화 이온이란 말을 처음 듣는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 둘
은 물(H2O)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만 짐작하면 돼.
<출처: 초등과학 개념사전, (주)북이십일 아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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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약 - 산, 염기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
한 과학자가 우연히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아냈어. 그건 바로 지시약이야. 지시약은 한자로
‘가리킬 지(指), 볼 시(示)’ 자를 써서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별해 내는 시약이라는 뜻이지. 지시약은 산성
또는 염기성 물질과 닿으면 특별한 색깔로 변해. 그래서 용액의 성질을 알려 주지. 처음에는 꽃이나 약초, 이끼 등으
로 즙을 낸 것을 지시약으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편리한 리트머스 종이나 pH 시험지, pH 미터기 등을 사용해. 마
냥 신기해 보이는 리트머스 종이도 사실은 이끼를 이용해 만든 거야.
그렇다면 최초의 지시약이 된 영광의 주인공은 누굴까?

그건 바로 과학자 보일의 실험실에 놓여 있던 운 좋은 제
비꽃이야. 보일은 16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과학자야.
어느날 황산을 얻는 실험을 하다가 옆에 두었던 제비꽃
꽃잎 색깔이 보라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한 보
일은 이 힌트를 놓치지 않고 ‘지시약’을 만들어 ‘산’을 구
별하는 데 사용하였지.

(로버트 보일. 1627~1691. 영
국의 화학자, 물리학자. 아일랜
드 Lismore Castle 출생. ‘화학
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 용액의 성질 - pH란?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pH 시험지에서 pH란 무슨 뜻일까? 어떤 용액이 더 진한 산성인지 또는 염기성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단위가 바로 pH야. pH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수’란 뜻으로, 일정한 양의 용액에 수소 이온(H+)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지. 물질이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얼마나 많이 내놓는지에 따라 pH의 숫자
가 달라져. 이 때 pH 숫자가 작을수록 수소 이온이 많이 생긴 것을 뜻해. 따라서 pH 숫자가 작은 용액일수록 더 강
한 산성이 되는거지.

◆ 활동하기 1
우리 주변의 김치, 식초, 레몬, 사이다, 세제, 비누 등과 같은 물질의 pH를 직접 측정해 보고 pH 그래프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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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pH 미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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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1

물질의 pH 측정하기

1. 아레니우스에 의한 산, 염기의 정의를 찾아보자.

2. 지시약에 따른 색깔 변화를 찾아보자.
지시약
리트머스 종이

산성

염기성

푸른색 →

붉은색 →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주색 양배추 시험지
장미꽃 시험지

3. 조별로 가지고 온 물질들의 pH를 측정하여 기록해보자.
물질

pH

물질

pH

4. 우리 조만의 pH 그래프를 만들어보자.

※참고 사이트

0

산과 염기

지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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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2
수학 기호인 로그(log)가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됨을 기사를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로그 사용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직접 측정한 물질의 pH에 로그의 개념을 적용하여 액성을 구분할 수 있다.

▷ 리히터 규모 1이 증가하면 에너지는 32배 증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지진 소식을 접할 때 꼭 따라붙는 용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리히터 규
모’라는 말이다. 물론 리히터 규모 말고 ‘진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진도’는 지진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지진
에 의한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지진의 크기를 정한 오래된 척도다. 진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은 0부터 7까지 8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진도 2는 창문
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를, 진도 3은 유리창이 가볍게 흔들리거나 찻잔이 약간 덜그럭거릴 정도의 지진을 말한다.
그런데 진도는 각 지점에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똑같은 지진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지진을
분류할 때는 지진 자체의 크기를 어떤 척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보편적으로 이
용하는 방법이 1935년 리히터가 개발한 척도인 ‘규모(magnitude)’다. 지진의 규모는 진원지로부터 1백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계로 측정한 지진파의 최대 진폭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진파의 최대 진폭은 지진에 따라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를 알기 쉽게 축소해 나타낸 것이 로그다.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 A미크론(1미크론=1천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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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인 지진의 규모 M은 상용로그를 이용해 M log10 A(=log A)으로 정한다.

186

지진의 최대 진폭이 10배씩 커질 때마다 지진의 규모는 1.0씩 증가한다(log 1=0, log 10=1, log 102=2, … log
10n=n). 그리고 지진의 규모(M)와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E) 사이에는 log E=11.4+1.5M라는 관계가 성립한
다. 이는 지진 규모의 값이 1 증가하면 에너지는 약 32배로 증가함을 의미한다.(101.5 ≒ 31.6227 ≒ 32)

▷ 자동차 내부 소음은 표준음의 1억 배
언제부터인가 도심의 전광판에는 소음 공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80데시벨’ 또는 ‘100dB’과 같은 수치가
등장했다. ‘데시벨(dB)’은 소리의 세기를 표준음의 세기와 비교해서 나타낸다. 표준음(진동수 1천Hz)은 정상적인 청
각을 지닌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 세기는 1㎡ 면적당 약 10~12W의 에너지를 나타낸다(10~12W/
㎡). 표준음의 세기를 Ⅰ0라 하고 어떤 소리의 세기를 Ⅰ라고 할 때, 이 소리의 세기를 데시벨로 환산한 수치 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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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구한다(L = 10log I/Io).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경우가 60dB이고, 조용한 방은 30dB 정
도라고 한다. 자동차 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소음의 정도인 80dB의 소리는 표준음의 세기의 1억 배(108)이고, 전
기톱 소리를 나타내는 100dB의 소리는 1백억 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수치를 통해 이 소리들이 얼마나 큰 소음인
지 짐작할 수 있다.

▷ 산성, 염기성 알려주는 수소이온 농도, pH
우리는 대기 오염의 결과로 산성비가 내리고,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이때 ‘pH 4.5’, ‘pH
5.2’와 같은 수치를 접하게 된다. 또 비누 광고에도 pH가 등장한다. 이런 수치는 용액 속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해
서 얻는다. 그런데 수소이온 농도는 용액에 따라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상용로그를 이용해서 수소
이온 지수(pH)로 바꾸어 0부터 14까지의 수로 나타낸다.
1L의 용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의 그램 이온수를 나타내는 수소이온 농도 [H+]를 pH로 바꾸는 공식은 pH=-log [H+]
이다. 만약 수용액 중에 수소 이온이 1.0×10-7g 있다면 이때의 pH는 7이다. pH가 7인 용액은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과학동아, 1999년 9월호에서 발췌>

◆ 활동하기 2
로그와 관련된 과학 기사를 통해 로그의 편리함을 생각해보고, pH를 기준으로 산과 염기를 직접 구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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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를 활용한 pH 측정하기

1. 기사를 통해 로그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과연 로그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 장점
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힌트가 될 만한 사이트:

2. 읽어보기 2의 세번째 기사를 정리하면 pH를 다음과 표현할 수 있다.
pH는 용액의 산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또는 수소이온 농도의 상
용로그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할 수도 있다.
pH = log(1/[H+])= -log[H+]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성일고등학교

만약, pH 차이가 2라면 실제 농도는 몇 배 차이가 되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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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어보기 2의 세번째 기사에 의하면 pH 값을 이용하여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했던 물질의 액성을 기록해보자.
물질

pH

액성

물질

pH

액성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2차시] 산성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찾기

읽어보기 1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토양이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토양이 산성화
된 두 가지 사례를 나타낸 신문기사이다. 다음의 기사를 읽고 산성토양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해보자.

산성비의 저주
산성비란 말 그대로 빗물이 산성을 띠는 것을 뜻하며, pH 수치가
5.6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pH 값은 물속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7.0이 중성이며, 이보다 수치가 작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산
성도는 어떻게 될까? 또한 공기가 깨끗한 시골 지역의 산성비 실
태는 어떨까?
제주도 고산 지역의 경우 평상시 빗물의 산성도는 pH 4.0~4.8 정
도로, 빗물로서는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내며, 심할 경우는 pH 3.8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성비가 내리는 원인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듯 중국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편서
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기 때문으로, 연중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산성비가 자주 내리게 되면 토양과 호수가 황폐화되고, 토양의 미생물이 죽게 되어 낙엽 등 생물의 사체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며 식물들, 특히 침엽수나 상록수 등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2010년 6월 9일, 경인일보 기사 발췌>

도심 산림토양 pH 4.44~4.96으로 ‘산성화’ 심각
산성토양의 원인은 도시나 공단지역의 경우 산성비, 벌채 및 방목, 화전 또는 산불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림토양의 산성화는 알루미늄 이온의 독성 축적, 양분의 전달 장애 가속화, 중금속 피해, 양분 섭취율 감소,
<2011년 9월 1일, 뉴시스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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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미생물 및 소동물의 활성 약화 등의 피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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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토양의 중화반응 실험

◆ 활동하기 1
학교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의 온도와 pH를 측정하고, 토양과 탄산칼슘 수용액을 통해 중화반응시킨 후 온도와
pH를 측정한다. 이를 토대로 산성토양을 중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해보자.

탐구 일시

탐구 목표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토양의 온도와 산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산성토양의 중화반응에 따른 온도 변화와 산성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산성토양을 중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

Ⅰ. 실험 과정
실험 1.
① 준비된 토양 20g을 측정하여 200mL 비커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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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수저를 이용하여 굵은 흙덩어리를 부순다.
③ 증류수 100mL를 비커에 넣은 후 흙과 증류수가 잘 섞이도록 흔들어준다.
④ 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가라앉은 흙 위의 물을 채집한다.
⑤ 스포이트로 채집한 물을 청색 리트머스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⑥ 용액의 pH를 측정한다.
⑦ 용액에 온도계를 넣어 온도를 측정한다.
실험 2. 중화반응
① 실험 1에서 만든 용액에 탄산칼슘 수용액을 5mL씩 8회에 걸쳐 첨가한다.
② 탄산칼슘 수용액을 5mL씩 넣을 때마다 해당 용액의 pH와 온도를 측정한다.
③ 측정한 용액의 pH와 온도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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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결과
실험1. 토양 용액의 온도와 pH 측정하기
구분

토양 용액

리트머스 종이(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붉은색)

온도(℃)
pH

실험2. 토양 용액의 온도와 pH 변화 측정하기
구분

탄산칼슘의 양(mL)
5

10

15

20

25

30

35

40

온도(℃)
pH

Ⅲ. 토의
1. 중화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토양 용액의 온도와 pH 변화를 그래프도 나타내보자.

2. 실험 시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자.

<pH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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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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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2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예시이다. 해당 예시와 중화실험을 바
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해 산성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한 후 토의해보고, 토의한 결과를
발표해보자.

생선회나 요리에 레몬즙을 뿌려 비린내를 중화시켜요.
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가 약해집니다.
비린내는 주로 염기성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산성 물질인 레몬즙과
만나면 중성으로 변한답니다.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서 중성이
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을 통해 레몬즙의 신맛과
회의 비린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벌레에 물리면 암모니아수를 발라요.
벌레의 독성 물질은 주로 산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염기성 물질인 암모
니아수를 발라서 벌레 독의 산성을 제거합니다.

[3차시]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기기 설계하기

읽어보기 1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생물 자원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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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되고 있다. 다음은 현재 산성토양을 중화·관리하는 방법 중 두 가지 사례를 나타낸 신문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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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의 산성토양 개량]
문화재청 조선 왕릉관리소는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서울 태릉과 강릉(사적 제201호)을 대상으로 토양
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도시 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산성비는 토양 산성화를 가속화시켜 나무의 생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
다. 산성토양 개량사업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토양에 중화제를 살포, 미생물 활동이 왕성해질 수 있
도록 돕는다.
조선왕릉 관리소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조선왕릉 숲이 건강하게 거듭나고, 관람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조선왕릉 보존ㆍ관리와 활용 관련 사업에 대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꾸준히 발굴ㆍ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14년 4월 21일, 해럴드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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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의 산림 휴양 문화를 위한 산성토양의 중화]
안면도자연휴양림 내 산림토양을 분석한 결과,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수준보다 산성도가 높았
다.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토양 평균 pH는 4.43으로 나타났다. 토양중화제는 토양 pH를 개량하고, 유용한
토양생물 증식 및 낙엽의 부식화를 촉진함으로써 쇠퇴한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등 산림 건전화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천혜의 관광지인 안면도자연휴양림의 산성화된 토양이 생명력을 지닌 흙으
로 살아나 건강한 숲이 조성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림 휴양 문화를 즐길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의 허파인 생명의 숲을 살리기
위해 산림토양 산성화 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 2012년 6월 25일, 환경일보

◆ 활동하기 1
특허 정보 검색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해서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이 어떻게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하
는지, 또는 중화반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검색해보도록 하자. 단, 여러 기술들을 검색한 후 산성토양을 중화하
는 방법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대표적인 기술 5가지를 정리하도록 한다.

1.
2.
기존 기술들의
사용 목적

3
4.
5.
(예시) 농작물 재배를 위해

2
기존 기술들의
사용 방법

3
4
5
(예시) 광물을 이용한 토양 개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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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2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다음은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관리하거나 중화반응을 이용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기술들이다. 다음 자료를
통해 기존 기술들이 산성토양의 중화와 중화반응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출 원명

광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제와 이의 제조 방법

원서 제출번호/
일자

1020150142982 / 2015.10.13

본 발명은 광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제와 이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천연에서 산출
되는 광물을 이용하여 작물에는 무해하면서도 산성
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고 유용한 미네랄을 공급하여
내용

토양의 성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토양개량제와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광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제는 제올라이트
100중량부에 대하여 견운모 50 내지 150I, 모나자이
트 40 내지 100I, 인회석 10 내지 30I, 게르마늄 10
내지 30중량 부를 함유한다.

출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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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제출번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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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반응열을 이용하는 제설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제설 장치

1020100077147 / 2010.08.11

본 발명은 중화반응열을 이용하는 제설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제설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중화반응열을 이용하여 눈을 제설함으로
내용

써 제설 시간을 단축시키고 도로면이 재결빙되는 것
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염화물계 화합물보
다 토양의 부영양화 및 금속의 부식과 같은 부작용이
없는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이용한다.

고등학교 부문 우수상

◆ 활동하기 2
산성토양을 중화하거나 중화 반응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를 설계해보자.

* 모둠 활동 시 준비물(각 모둠별) *
이젤 패드(또는 전지) 2장, 매직펜 1세트

아래 표의 A~C 영역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선택한 후 강제로 결합하여 창의적인 발명품을 고안할 수 있
는 문장을 만들어보자.
(1~10 사이 빈칸에 새로운 단어를 넣어보자. 단, 칸은 더 많게 하거나 적게 해도 상관없다.)

주제 : 산성토양 중화 방법 또는 중화반응을 이용한 발명품

1

A(적용 대상)

B(목적)

C(무엇)

예시) 눈

예시) 제거한다.

예시) 자동차

예시) 자연 경관

예시) 보호한다.

예시) 농기구

예시) 토양

예시) 재배한다.

예시) 드론

2
3
4
5
6
7
A(적용 대상)가 B(목적)를 위해
산성토양 중화 방법을 이용한 C(무엇)

A(적용 대상)가 B(목적)를 위해
중화반응을 이용한 C(무엇)

예시) 눈을 제거하기 위한 중화반응열을 이용한 자동차

문장을 통해 연상되는 발명품을 스케치하여 설계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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