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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

■ 아웃리치 기관 소개
○ 기 관 명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기관소개

경희대학교의료원(KYUNG HEE UNIVERSITY HEALTHCARE SYSTEM)은
세계 최초의 의·치·한의학 복합 의료기관인 경희의료원(1971.10.5일 개원)
및 신개념 진료패러다임을 구축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구 동서신의학병원,
2006.6.12일 개원)으로 구성된 초일류 의료기관입니다.
경희의료원 산하에는 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학교한방
병원, 동서협진센터, 의과학연구원, 그리고 강동경희 대학교병원 산하에는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과 양한방협진센터를 두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한방 복합진료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시로 하는 학문과 평화의 전당 경희대학교는
창학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1965년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을 망라
하는‘경희의학(慶熙醫學)’을 출범시켰습니다.
경희의학은 경희대학교 의학계열로 발전하여 현재 교육기관(대학)으로는 의
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의 5개 단과대학과 동서의학대학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기관
(병원)으로는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Introduction❚5

■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관 소개
○ 기 관 명 : 경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학습공학 연구실
○ 기관소개
경희대학교 교수학습공학 연구실은 책임 연구원인 강인애 교수를 중심으로
교육공학분야의 지적 토대, 특히 구성주의라는 학습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문
화예술교육, 다문화교육,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적 접근에 의
해 많은 연구와 국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 및 교육 관련 공공기관/사업체,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예
술교육기관 등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이고 창의적
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교수학습공학 연구실은 구성주의 교육패러다임에 기반한 학
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방안을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방법과 환경 적용을 목표로 국내외 교육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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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

○ 병원 연계 의과학 교육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은, 실제 의학 및 의과학분야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
다.
- 의과대학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체험을 하거나, 의과
대학병원의 교수진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활동하므로, 의과학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 교수법

- STEAM 학습준거틀(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을 적용하
여, STEAM 프로그램으로서의 목적 (융합적 사고력, 창의성 등)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멘토링 활동을 통해, 의과대학 교수(의사) 및 의과대학원생들과 온·오
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며, 과제 해결을 위한 튜터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STEAM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교수법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생활과 연결된 의학,
의과학 분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
영합니다.
-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생 중심, 체험 중심의 대표적인 교수학습모
형입니다.
○ 학습 과정

- 경희대학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기관(의과대
학, 병원)에 방문하는 ‘기관 방문형’ 프로그램과, 의과대학 교수(의사)
및 의과대학원생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기관 방문형’프로그램에 해당되며, 참여 학생은 ‘고등학
교 1,2학년’학생을 대상으로 구성 및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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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내용
○ 전체 프로그램 소개

- 경희대학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분
장기

프로그램
학교급 종류

프로그램

초등 6학년
1종

단기

중등1~3학년
2종

차시
8차시
총 31

7차시
고등1~3학년
1종

프로그램 제목

학교방문형

바이러스의 습격에 대비하라
첨단 공학과 의학이
만난다면!

10차시

차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형태

기관방문형

7차시

우리 병원은 안전한가요?
골든타임(Golden Time)을
사수하라!

- 본 프로그램은 ‘기관 방문형’프로그램으로, 하루 동안 총 7차시로 진행
되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 기관 방문형 프로그램의 특징

- 기관방문형 프로그램은, 문제생황 제시, 과제파악 및 과제 수행 계획
수립, 과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 창작 및 전시, 평가
및 성찰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기관방문형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기관-학교의 세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 미리 체험관련 과제를 제시받고 준비
한 후, 실제로 기관을 방문하여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과제 진행을 위
한 현장 전문가의 특강, 과제 관련 체험 활동 및 질의 응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학교로 돌아와 과제를 마무리하고 결과물은 학교
나 기관에 전시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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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타임을 사수하라’ 프로그램 개관
○ ‘골든 타임을 사수하라’ 프로그램의 특징

- 본 프로그램은, STEAM 설계원칙을 적용하여 의학 및 의공학 분야를
중점으로 하였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의한 기관 방문형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입니다.
- 본 프로그램은 총 7차시로 이루어지고, 학교-기관-학교 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관 방문형 프로그램 수업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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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타임을 사수하라’ 프로그램 수업 지도안
프로그램명
관련교과

교육과정 목표

골든 타임(Golden Time)을 사수하라!

학교급

차시

총 7차시

과학, 생명과학 1, 국어, 윤리, 미술
1. 장기기증의 종류를 설명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2.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3. 로봇수술의 원리 및 이를 활용한 원격진료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다.
4. 초음파 및 첨단 영상 진단 장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5. 심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심전도를 분석할 수 있다.
6.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홍보 엠블럼을 작성할 수 있다.
7. 팀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8. 프로젝트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1차시

 문제 상황 제시 (장기 기증)
- 팀 구성 (4인 1조)
- 팀별 과제해결 계획 세우기

2차시


-

상황제시

문제 파악
로버트 테스트의 시를 살펴보고 의미를 파악하기
장기기증에 대해 알아보기
장기기증에 관련된 토론활동

3-5
차시

￭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탐색, 자료 수집
- 장기기증의 유형 및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점
- 장기기증에 대한 찬반 토론
- 로봇수술의 원리 및 활용
- 로봇수술을 활용한 원격진료의 장, 단점
- 초음파의 원리 및 활용
- 첨단영상진단 장비의 원리
- 근전도 검사의 원리
- 심전도를 통해 본 심장
￭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및 자료 공유, 의견 교환

6차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엠블럼 작성

7차시

- 발표 및 전시
- 다른 팀의 발표 내용 질문 및 평가
- 성찰일기 작성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성공의 경험)

고등학교

장소

STEAM 요소

학교

S, T, E

기관
(병원)

S, T, E, M

S, T, E, A
학교
S, T, E, A

○ 장기 기증

- ‘골든 타임을 사수하라’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물은 장기기증을 활성화
기 위한 엠블럼을 만드는 것입니다.

-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행해야하는 과제를 부여 받은 후, 병원(강동경희
대학교병원)으로 이동하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들을 강의, 실
습, 체험하는 활동을 합니다.
- 기관 활동 후, 학교로 돌아와 그룹별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기 위한 엠
블럼을 만들고, 이를 공유, 발표하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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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

- 본 프로그램은 총 7차시로 이루어져있으며, 학교활동, 병원활동,
학교활동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예>

- 학교의 운영 일정 상, 당일에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활동 후 학교로 이동하여 하는 활동은 다른 날로 연장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일시 및 시간은 기관 및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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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 본 프로그램은 아웃리치 기관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지만, 아웃리치 기관과 연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인근 종합병원에 요청 (의학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학무보 포함)
- 본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과의 협약으로 진행될수 있습니
다. 학교 인근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께 ‘의료기기’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중, ‘의사’ 혹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학부모가 계시다면, 학
부모께 참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프로그램의 내용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의사 선생님의 전
공이 해당 내용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더욱 수
월합니다.
2. 의사 선생님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 병원 방문이 어렵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병원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과 관련된 자료는 의공학 분야의 비전
문가인 교사라 할지라도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충분히 진행할 수 있
는 내용입니다.
- 프로그램 재구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본 프로그램의 전문기관(경
희대학교)에 요청하실 경우, 프로그램 재구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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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타임을 사수하라

프로그램명

골든 타임을 사수하라

해당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해당 과목

과학/기술/공학/예술

수업모형

PBL(문제기반학습)

주제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850
명, 장기기증자는 2천 561명으로 이식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535일에 달해 이식대기자
에 비해 장기기증자가 현저히 부족한 현황이다. 이는 장기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 차별대우 및 정책, 제도상의 미흡으로 인한 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식
대기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기증 및 이식’과정의 윤리적 적절성에 대한 찬반양론 대립 토론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의 증진을 이룰 수 있으며, 시술시 사용되는 다양한 의공학 기술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여 학습함으로써 STEAM교육이 추구하는 실생활 속에서 과학 기술과 공학적 원
리를 활용한 과학 흥미 상승 및 창의적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적절한 주제가 될 수 있
다.
이에 각 개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 장기기증 및 이식시 사용되는 심전
도기, 초음파 기기, 로봇수술의 원리 및 작동법을 체험해봄으로써 생명 존중에 대한 경
외심을 일으키도록 하며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홍보 엠블럼을 작성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활동을 통하여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분야가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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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개관

차시

1

PBL 주제
오리엔
테이션

수업 내용 및 활동

스팀요
소

￭ 프로젝트 과제 제시
￭ 팀구성하기(4인 1조)
￭ 팀별 과제해결 계획 세우기
￭ 정보 탐색, 자료 수집
- 장기기증의 유형 및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점

2~5

탐구활동

- 장기기증에 대한 찬반 토론

과학

- 로봇수술의 원리 및 활용

기술

- 로봇수술을 활용한 원격진료의 장, 단점

공학

- 초음파의 원리 및 활용

예술

- 첨단영상진단 장비의 원리

(국어,

- 근전도 검사의 원리

윤리)

- 심전도를 통해 본 심장
￭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및 자료 공유, 의견 교환
6

7

결과물
만들기
발표 및
평가

과학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엠블럼 작성

예술
(미술)

￭ 각 팀별로 작성한 자료 발표
￭ 다른 팀의 발표내용 질문 및 평가
￭ 성찰 저널 작성

학습 목표

1. 장기기증의 종류를 설명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2.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3. 로봇수술의 원리 및 이를 활용한 원격진료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다.
4. 초음파 및 첨단 영상 진단 장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5. 심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심전도를 분석할 수 있다.
6.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홍보 엠블럼을 작성할 수 있다.
7. 팀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8. 프로젝트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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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별 교육 목표

⋅생명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를 기른다.
⋅생명 현상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과학

⋅생명 현상을 탐구하여 생명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한다.
⋅생명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
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생명과학 학습의 즐거움과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른
다.
⋅다양한 의견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

국어

며, 소통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른다.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기 주도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미술

⋅미술 작품이 지는 특징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미술을 생활화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
른다.
⋅미술 작품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서로의 표현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고 탐구 과정을 통해 올바른 의사 결
정을 내리는 능력을 기른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탐색하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

사회

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삶과 죽음, 생명,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 다양한 윤리 이론을 적용하
여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고, 관련 윤리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올바른
윤리관을 형성한다.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교과

과학

관련 단원 (학년 / 단원)

성취 기준

⋅생활 속의 과학탐구(1학년/과탐02)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탐구에

⋅첨단 과학 탐구(1학년/과탐03)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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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
한 결과를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
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
하고 탐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
⋅사람의 물질대사(2학년/생과Ⅰ02)

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
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
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
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
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기․말하기(1학년/국01)
국어

⋅쓰기(1학년/국03)

듣고 말한다.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현대의 사회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
고 미술을 통한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여러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

미술

⋅체험(1학년/미01)

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

⋅표현(1학년/미02)

색할 수 있다.

⋅감상(1학년/미03)

⋅작품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작품

⋅표현과 확장(2학년/미창02)

을 수정하거나 다음 작품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관
련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으로 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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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문과 타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확장되는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활
용할 수 있다.
⋅작품 전시회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다.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
으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사회․문화
사회

현상의

탐구(1학년/사문

01)
⋅생명과 윤리(2학년/생윤02)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문
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여러 윤리적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자신이 채택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여 자신의 관점을
윤리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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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요소

교과

교육과정 관련 요소
과학

첨단 영상 진단(초음파, X-선 검사, CT, MRI, PET)

과학
생명과학 1

심전도

기술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공학

성찰 저널 작성 및 상호 의사소통 교류의 장
국어

예술

대화(언어예절), 토론(논증구성), 담화 관습의 성찰, 사회적 상호작용

생활과 윤리

현대생활과 실천윤리, 삶과 죽음의 윤리

미술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홍보 엠블럼 작성

지도상의 유의점

❶ 프로젝트 학습이 처음인 학생들에게는 문제파악, 과제해결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첫 시간에 프로젝트 학습의 의의를 인지시키고 문제파악 및 해결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❷ 과제해결 과정에서 방향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사의 관심과 피드백이 필요
함에 유의한다.
❸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정보탐색, 아이디어 생성, 산출물 제작,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조력자, 안내자, 동료학습자의 역할을 한다.
❹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발산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적인 학
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❺ 토론학습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급급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한다.
❻ 팀원간의 협력에 의해 결과물이 완성되므로 협동심을 북돋아 즐겁게 임하도록 한다.
❼ 학생들의 산출물 발표시 완성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아이디
어를 존중하고 격려하도록 한다.
❽ 학습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원과 도구가 준비된 학습환경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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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차시별 지도 내용
- 1차시 프로그램은 기관에 방문하기 전, 학교에서 수행합니다.
- 1차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PBL(Problem-based Learning)에 대하여 소개하고 학
생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 학습을 위한 모둠(팀)을 정하는 과정, 과제를 제시하고 살
펴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학생들이 PBL수업 방식에 익숙할 경우, 바로 모둠을 정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으
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PBL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용 추천도서 >

- PBL에서는 ‘문제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라’프로그램에서의 ‘문제
상황’은 심장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 희망이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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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과정안

학습활동 및 주제

학습목표

준비물

프로젝트 과제제시 및 과제해결 계획서 작성하기
- 프로젝트 과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 과제해결을 위한 과제해결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팀 과제를 통해 협업능력을 기를 수 있다.
문제 시나리오, 과제해결 계획서 양식, 노트북 또는 스마트 폰

학습과정

교수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

◆ 심장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인
희망이의 이야기 제시
 문제 발생의 원인 파악
 ‘골든타임(GoldenTime)을 사수
하라!’ 문제 제시

* 문제 시나리오 자료
- 프로젝트 학습이 처음
인 학생들에게는 문제
파악, 과제해결계획서
작성에 대한 교사의
안내 필요

전개

◆ 팀 구성 및 팀별 과제해결 계획
서 작성하기
 팀 구성(4인 1조)
 과제 해결 계획서 작성
 교사의 피드백
 팀별 학습계획서 수정 및 보완

* 학습계획서 양식
- 정보 검색시간을 줄이
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학습자원을 일
부 제시한다.

◆ 학습자원 제시
 관련사이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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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평가
평가를 통한 팀원간 협동의 중요
성 인식

아웃리치 (고등학교 프로그램)

- 무임승차효과를 없애
기 위하여 오늘 활동
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한다.

사이트

http://mgson
g.mdtoday.ia
mdoctor.com
/31

골든타임(Golden Time)을 사수하라!

여

느 아이들처럼 밝고 애교 많던 7세 희망이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복통을 호소하는 희망이를 데리

고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아 검사를 하고 CT촬영을 하였지만 장염이라는 진
단을 받았다. 처방된 약을 복용했지만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자꾸 복통을
호소하는 희망이를 업어 달래던 엄마는 등에 느껴지는 아이의 심장 박동이 심상
치 않음을 느끼고 근처 대학병원을 찾았다.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근육이 늘어
나 심장의 펌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희귀심장질환으로 그 동안 희망이가 친
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숨이 차서 집에 돌아오곤 했던 일이 떠올랐다. 급격히
나빠지는 심장기능...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희망이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 희망이를 살릴 골든타임(Golden Time)을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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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차시별 지도 내용

- 2차시 프로그램은 기관에 방문하기 전, 학교에서 수행합니다.
- 2차시 프로그램은 장기기증의 종류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장기 기증 및 이식 현황 자
료를 통해 장기기증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 기증의 종류 및
장기 기증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이유를 장기기증에 대한 찬반
토론 활동을 통해 알아봅니다. 또한, - 토론활동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혼동하는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
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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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리치 (고등학교 프로그램)

교수-학습과정안

학습활동 및 주제

장기기증! 당신의 생각은?
- 장기기증의 종류를 알 수 있다.

학습목표

- 장기기증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부정적 인식의 이유를 알 수 있다.
- 토론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준비물
학습
과정

도입

학생 학습지, 노트북 또는 스마트 폰

교수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사이트

◆ 로버트 테스트의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

* 로버트 테스트의 「나는 영

https://www.yo

다.」 를 살펴본 후 이 시가 의미하는 바를 알

원히 살 것입니다.」

자료제시

utube.com/wat

아본다.

- 시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희

ch?v=N-eYSm

저자인 로버트 테스트에 대하여 알아본다.

망이 되는 장기기증의 중

시가 작성된 배경에 대하여 알아본다.

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장기기증의 종류를 세분화 하면 3가지로 나

- 각 유형별 차이점에 대하여

누어 볼 수 있다. 장기기증의 종류에 대해 알
아본다.

이해할 수 있다.
- 토론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
견이 제시될 수 있음

(뇌사기증, 사후기증, 살아 있는 자간 기증)

6zU9U

http://konos.g
o.kr/konosis/c
ommon/bizlogi
c.jsp

- 장기기증의 부정적 인식은

전개

유교사상

◆ 토론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 입장을 알아본다.

장기매매와의

http://blog.dau

혼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

및

m.net/mohwpr

식시킨다.

/12880947
http://konos.g

◆ 장기기증을 이야기하면 뇌사자에 대한 이야

- 학생들이 뇌사자의 장기기증

기가 언급이 된다.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

을 식물인간의 장기기증으

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o.kr/konosis/c
ommon/bizlogi
c.jsp

◆ 다음차시 학습내용을 예고한다.
정리

로봇수술의 원리 및 진화과정

-

로봇수술의 확대에 따른 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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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를 살릴 계획을 세워주세요!

2

희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희망이를 살릴 방법은 심장이식밖에 없습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를 기증받아 수술해야 하는데요. 희망이를 살
리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이 희망이를 살릴 계획을 세워주세요. 더불어 희망이와 같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기증 홍보 엠블럼을 작성해주세요.

팀 이름

학년

반

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
▶

문제 해결을 위해 팀원 간 역할을 나누어보세요.
▶
▶
▶
▶
가장 좋은 의견을 말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평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팀의 협동을 위해 노력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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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리치 (고등학교 프로그램)

번호

팀원 이름

3차시
차시별 지도 내용
- 3차시 프로그램은 기관(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 첨단 컴퓨터와 기계공학의 발달로 로봇의 영역은 점차 의학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
다. 로봇 수술 시뮬레이터 체험을 통해 로봇수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존 개복술과 로봇수술의
차이점을 알아보며 이를 활용한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의학용 로봇의
활용 범위를 살펴보는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교수-학습과정안

학습활동 및 주제

인간 손의 한계를 뛰어넘는 로봇수술
- 로봇 수술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학습목표

- 로봇 수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존 개복술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로봇 수술을 활용한 원격진료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 다양한 의학용 로봇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준비물
학습과정

도입

로봇수술 시뮬레이터, 학습지, 노트북 또는 스마트 폰
교수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 로봇 수술 시뮬레이터 체험을 통해

- 많은 학생이 체험하므로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사이트

적절한 시간 안배와 더
불어 질서 유지에 신경
쓰도록 한다.

◆ 로봇 수술의 원리를 알아본다.
로봇 수술 만화를 통해 다빈치 로봇
의 작동원리를 알 수 있다.
전개

- 로봇 수술에 대해 낯설
어하는 학생을 위해 만화
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도
록 한다.

http://m.newscj.com/news/articleVie
w.html?idxno=59114

★
http://www.sa
msunghospita
l.com/dept/m
ain/index.do?
DP_CODE=RO
B&MENU_ID=
0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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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개복술과 로봇수술의 차이점을

- 로봇수술은 장점만, 개복

통해 로봇 수술의 장단점을 알 수 있

수술은 단점만 있는 것이

다.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로
봇수술과 개복수술이 이루
어지고 있음에 유의한다.

◆ 로봇을 활용한 원격진료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를 혼
용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주의한다.

뜨거운 상황에서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잡힌 시각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r/HRC/?scr=4
00&mcode=03
&scode=01

★
http://www.m
w.go.kr/medic

- 제시된 자료 이외 현재
있는

s.jsp?PAR_ME
NU_ID=12&M
ENU_ID=1205
01

★

연구되고

다양한

http://www.ro

재활로봇

의학용 로봇이 있을 수

bon.co.kr/new

의료용 잠수로봇

있으므로 다양한 방면의

s/view.html?s

나노로봇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

ection=84&cat

햅틱

는 환경을 만들도록 한

egory=88&no=

다.

1955

- 다음차시는 체험학습 시

음파의 특징

간으로 체험활동에 끝

초음파 기기의 원리

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첨단 영상 장비

과 연계할 수 있도록

초음파 활용

차시예고를 한다.

근전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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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allym.or.k

본다.

◆ 다음차시 학습내용을 예고한다.

정리

http://kangna

al/cy/scy0101l

- 원격의료의 찬반양론이

◆ 다양한 의료용 로봇에 대하여 알아

★

아웃리치 (고등학교 프로그램)

3

인간 손의 한계를 뛰어넘는 로봇수술

첨단 컴퓨터의 발달과 기계공학의 발전은 각 분야에서 로봇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이제는 의료의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로봇의 의학 응용은 1990년대에 들어 매우 연
구가 활발해지고 실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보닥(Robodoc), 이솝(Aesop), 제우스(Zeus) 그리
고 현재 수술용 로봇 개발에 선두주자인 다빈치(Da Vinci). 다빈치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간의 손이 딯을 수
없는 곳을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람의 손보다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술용
로봇의 원리 및 필요성,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다빈치 수술 시스템>

<3차원 입체 영상, 사람 손을 본뜬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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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수술용 로봇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

수술용 로봇의 원리를 알아보세요.

▶
▶
▶

기존의 개복술과 로봇수술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의
의미를 파악하고 로봇수술을 시행했을 때의 장점을 알아보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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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리치 (고등학교 프로그램)

로봇수술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수술용 로봇
의 단점을 알아보세요.
▶
▶

현재 수술용 로봇은 의사의 손을 대신한 작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용 수술의 활용 범
위는 광범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딴 지역이나 원거리에 살고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수술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원격 진료의 장점 및 단점을 알아보세요.

장점

단점

<재활 로봇>

<의료용 잠수로봇>

<나노로봇>

<햅틱>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다양한 의료용 로봇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또는
구상 중인 의료용 로봇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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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차시별 지도 내용
- 4차시 프로그램은 기관(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 몸속을 들여다보는 의사의 눈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영상의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양한 영상의학 장비 중 초음파 기기의 원리를 학습 후 X-ray, CT, MRI, PET과 같
은 첨단 영상 장비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교수-학습과정안

학습활동 및 주제

영상의학 - 초음파 넌 어디까지 보여주니?
-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인체 내 장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초음파 기기의 원리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알 수 있다.
- 첨단영상 장비인 X-ray, CT, MRI, PET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근전도를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초음파 기기, 학습지, 노트북 또는 스마트 폰

학습과정

교수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 초음파 기기 체험을 통해 학습 동기

- 단순 체험에 그치는 것

를 유발한다.

사이트

이 아니라 기기 사용을
통해 인체 내 장기의 위
치 및 모양을 확인하도

도입

록 한다.
- 많은 학생이 체험하므로
적절한 시간 안배와 더
불어 질서 유지에 신경
쓰도록 한다.

◆ 음파의 특징 및 초음파기기의 원리를
알아본다.
전개

★
https://www.yo
utube.com/wat
ch?v=PwzbsVZ
IJ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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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영상 장비인 X-ray, CT, MRI,
PET의 원리 및 차이점을 알아본다.

- 초음파기기와의 차이점

★

을 중심으로 각각의 첨

https://humic.

단영상 장비에 대해 알

co.kr:451/01_i

아보도록 한다.

ntro/intro02.ht
m

◆ 초음파 기기의 원리를 활용한 다양한
활용 사례를 알아본다.

- 군사 및 이미용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초음파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
https://www.yo
utube.com/wat
ch?v=ENG6Fc1
xDqA
★
http://baike.jlc
xwb.com/m/bb
s/board.php?b
o_table=04_2&
wr_id=21

◆ 근전도에 대해 알아본다.

- 근전도 검사는 비교적

근육과 신경

안전한 검사이지만 미세

근전도 검사 원리

한 전류를 흘려보내 실

근전도 검사의 파형

시하는 검사이므로 인공

근전도 검사시 유의사항

심박동기를 비롯한 인공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
https://www.yo
utube.com/wat
ch?v=G_Sd2hA
Buoo

사람에게는 문제를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
다.

◆ 다음차시 학습내용을 예고한다.
정리

- 다음차시는 체험학습 시

심장의 구조 및 박동 원리

간으로 체험활동에 끝나

심전도란?

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심전도 파형 분석을 통한 심장질환

연계할 수 있도록 차시

진단

예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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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의학 -초음파 넌 어디까지 보여주니?

영상의학은 말 그대로 영상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전문분야입니다. 영상의
학의 역할은 한마디로 몸속을 들여다보는 의사의 눈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요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 기법이 개발되기 전까지의 유일한 방법은 직접 칼로 째고 들여
다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약 100년 전 륀트켄이 X선은 사람의 몸을 투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이후 X선 검사장치가 발명된 이후 다양한 영상장치의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여
기서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표면에서 인체 내부로 보낸 후 내부에
서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화시킨 초음파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넌 어디까지
보여주니?

<초음파 검사 및 기기>

<2차원 초음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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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초음파 영상>

영상의학 장치인 초음파 기기를 이해하기 위해 음파에 대해 알아보세요.
▶ 소리(음파)의 특징

▶가청음역의 주파수

▶ 초음파란?

초음파 기기의 원리를 알아보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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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년 전 륀트켄이 X선은 사람의 몸을 투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X선을 활용한 다
양한 영상장비의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자기장을 활용한 영상기기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
양한 영상진단 장치에 대해 알아보세요.

x-ray

X선
CT

MRI
자기장

PET
양전자

PET-CT
복합 영상장치
PET-MRI

초음파는 현재 의학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 이미용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음파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알아보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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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이 수축할 때 생기는 활동전위를 적당한 방법으로 증폭하여 유도하여 증폭 기록하는 것을 근전도 검사
라고 합니다. 근전도 검사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 근전도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근육의 구성 및 신경의 구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육

- 신경

▶ 근전도 검사의 원리

▶ 근전도 검사의 파형 분석

▶ 근전도 검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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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차시별 지도 내용
- 5차시 프로그램은 기관(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 빌렘 에인트호벤의 심전도기 발명 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심전도기를 사용하여 나온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위해 심장의 구조 및 박동의 원리를
알아보고 심전도 검사 결과의 파형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과정안
학습활동 및 주제

ECG - PQRST 내 심장은 건강한가요?
- 심전도 기기를 사용하여 심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심장의 구조 및 박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심전도 파형 차이를 통해 심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준비물

심전도기, 학습지, 노트북 또는 스마트 폰

학습과정

도입

교수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 심전도기 체험을 통해 학습 동기를

- 많은 학생이 체험하므로

유발한다.

사이트

적절한 시간 안배와 더
불어 질서 유지에 신경
쓰도록 한다.

◆ 심장의 구조 및 박동 원리를 안다.
심장의 구조

기 및 심박동 수에 차이

박동 원리

가 있음에 유의한다.

◆ 심전도 파형을 분석한다.

전개

- 성별, 연령별 심장의 크

P파의 의미

개인별로

QRS파의 의미

수 있으므로 연령 및 성

T파의 의미

별 평균 파형을 바탕으

있을

로 분석한다.
◆ 심전도 파형을 통해 다양한 심장질
환을 진단한다.

- 심근경색, 부정맥 외에
다양한 심장질환을 파형
분석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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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차시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 엠블럼 작성에 필요한

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도구를 챙겨오도록 지

홍보 엠블럼 작성하도록 한다.

도한다.

아웃리치 (고등학교 프로그램)

outube.com/w
atch?v=ttI92U
-DEdo

- 심전도 파형의 모습은
차이가

https://www.y

https://humic.
co.kr:451/01_i
ntro/intro02.h
tm

5

ECG - PQRST 내 심장은 건강한가요?

단선 검류계를 고안하여 몸의 표면에서 심장박동에 의한 전위의 변동, 즉 심전도를 측정한 공
로로 19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빌렘 에인트호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심전도계(Electrocardiography)를 통해 현재 다양한 심장 질환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CG를 통해 나의 심장은 건강한지 알아보세요.

<에인트호벤의 심전도 측정>

<현재 ECG기기>

심장의 구조 및 수축이완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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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의 PQRST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세요.

▶ P파

▶ QRS파

▶ T파

심전도의 파형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심장 질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심장질환의 원인 및 심전도 파형을
알아보세요.
▶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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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맥

6,7차시
차시별 지도 내용
- 6,7차시 프로그램은 기관 방문을 마친 후, 학교에 돌아와서 수행합니다.
- 6,7차시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홍보 엠블럼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수-학습과정안
학습활동 및 주제

엠블럼 제작 발표 및 평가
-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홍보 문구를 작성할 수 있다.
-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홍보 엠블럼을 제작

학습목표

한다.
- 상호평가를 통해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준비물

학습지, 싸인펜 및 색연필

학습과정

교수 학습활동
◆ 엠블럼의 의미를 안다.

자료 및 유의점
- 엠블럼에

대해

학생이

낯설어

엠블럼의 기원

하는

있으므로

엠블럼 예시

자동차 엠블럼 및 올림
픽 엠블럼을 예시로 설

도입

명한다.

사이트
https://ko.wiki
pedia.org/wiki
/%EC%98%AC
%EB%A6%BC
%ED%94%BD
_%EC%97%A0
%EB%B8%94
%EB%9F%BC

◆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
기기증 확산을 위한 문구를 제작한다.

-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
록 간결하고 강력한 문
구로 작성하도록 지도한
다.

전개

◆ 엠블럼 작성에 사용할 색상을 선정한

- 색은 인간의 생리나 감

다.

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

색의 상징성 및 일반성

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

색상별 상징적 의미

기증 활성화 홍보에 적
합한 기본 색상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http://www.de
signtiki.com/J
JH/TIKI01%20
Col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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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블럼을 작성한다.

- 앞서 선정한 문구 및 색
상을 사용하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엠
블럼을 작성하도록 지도
한다. 단, 형식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정리

◆ 작성한 엠블럼을 발표하고 상호평가

- 활동내용을 되돌아보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습 결과를 정

보다는 형식에 얽매인

리하며 활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작성에 치우칠 수 있으

다.

므로 활동 내용을 정리
할 수 있는 기본 틀은
제공하되 자유롭게 작
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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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엠블럼을 제작 발표하라

오랜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희망이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을
사수하기 위해 의학지식을 학습하였으며, 장기이식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기
이식자에 비하여 대기자가 많은 현 상황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기기증 증가를 위
한 엠블럼(Emblem)을 작성하여 발표해주세요. 단, 아래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A4사이즈로
작성해주세요.
※ 엠블럼(Emblem)이란? 어떤 단체나 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도형을 일컫는 말로, 생긴 모양
은 모두 다르지만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긍정적인 문구는?
▶

▶

▶
엠블럼 제작에는 색상이 갖는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색상은? 그리고 그 색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

엠블럼을 구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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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동 평가 - 나의 참여도는?

여러분이 작성한 엠블럼에 대하여 동료 간 상호평가를 해보면서 동
시에 활동에 대한 나의 참여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팀간 동료평가
평가(각 항목별 3점 만점)
평가요소

평가 기준

내용

사용될 수 있는 ECG, 초음파, 로봇수술에

1팀 2팀 3팀 4팀 5팀 6팀 7팀 8팀

장기이식의 장단점을 알고, 치료과정 중
1

대하여 제대로 학습하였는가?
2

완성도

3

심미성

4

참여도

5

만족도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긍정적인 문구가
포함된 엠블럼을 완성시켰는가?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엠블럼을
제작하였는가?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엠블럼을
완성하였는가?
조별 활동 결과물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 평가기준
우수(3점)
장기이식의 장단점을 알고,
치료과정 중 사용될 수 있
1

내용

는 ECG, 초음파, 로봇수술
에 대하여 완벽히 학습하였
다.

보통(2점)

미흡(1점)

장기이식의 장단점을 알고,

장기이식의 장단점 및 치료

치료과정 중 사용될 수 있

과정 중 사용될 수 있는

는 ECG, 초음파, 로봇수술

ECG, 초음파, 로봇수술 모

중 하나만을 학습하였다.

두를 학습하지 못했다.

2

완성도

장기기증 확산에 공감할 내
용이 포함된 엠블럼을 80%
정도 완성하였다.

장기기증 확산에 공감할 내
용이 포함된 엠블럼을 50%
정도 완성하였다.

엠블럼을 미완성하였다.

3

심미성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엠블럼을 작성하였다.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엠블럼을 작성하였으나 어색
한 곳이 있다.

표현방법이 서투르며, 부자
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4

참여도

모둠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민
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엠블럼을 작성하였다.

모둠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였으
나 참여하지 않은 모둠원도 간
혹 있었다.

모든 모둠원들이 참여하지 않
고 특정 학생만 참여하여 주도
적으로 진행하였다.

5

만족도

모둠원 모두가 조별 활동
결과물에 만족한다.

모둠원의 50% 정도가 조별
활동 결과물에 만족한다.

모둠원의 대부분이 조별 활
동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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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
다. 여러분들이 느낀 점들을 솔직히 작성해주세요.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느끼고 공부하였습니까?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내가 개선해야 했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팀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어떤 기여를 하였습니까?

다른 팀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 기쁨, 슬픔, 화남, 절망 등의 다양한 정서 및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언제
어떠한 감정을 느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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