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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nergy Tomorrow 안내서
|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 학생들이 과학기술현장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로 진학·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아웃리치 활동 기회 제공
※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 에너지관리공단의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특성
1. 특·장점
○ 전국 4개 지역(용인, 광주, 대전, 대구)에 녹색에너지체험관 에너지교육 전시관람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에너지교육 콘텐츠 및 전시견학 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 ∙ 기후변화 문제 및 진로 교육을 통한 녹색직업분야에 대한 진로 정보 전달 및 진로의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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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차별성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기반학습
-미
 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에너지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에너지 분야 직업에 대한 진로 체험을 위한 KEMCO 녹색에너지체험관을 활용한 프로그
램 운영
○ 감성적 체험과 진로인식향상
- 예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기술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진로 인식 향상
○ 학문간 통섭교육
- 녹색에너지체험관 미션 투어 (과학 + 실과 ∙ 사회 ∙ 국어 ∙ 도덕)
☞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방 활동을 진행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에너지 전문가 파워 특강 (과학 + 사회 ∙ 국어)
☞ 「북극곰의 편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답장을 부탁한다. 학생들이 특공대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에너지 캐릭터로 인형극 하기 (과학 + 국어 ∙ 미술)
☞ 녹색에너지체험관 미션 투어를 하고 체험관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나, 시설, 체험 등을 인형극으로 알려 줄 수 있도록 한다.
- 에너지 보드게임 하기 (과학 + 재량)
☞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동 중 에너지절약과 관련 된 긍정적 ∙ 부정적 그림을 보드판에 제
시하여 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 도전! 에너지 골든벨 (과학 + 사회)
☞ 골든벨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에너지전문가 파워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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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지도안 - 에너지 전문가 파워 특강
프로그램명

전문가 강의

적용학년/시기

6학년 1학기 / 10월

관련과목

과학, 사회, 국어, 실과

관련단원

지구온난화, 에너지, 기후변화, 직업탐색

1. 주제 및 제작의도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이 낮선 학생들에게 기존의 정보를 융합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줄이는 실천적 태도
를 기르고 관련 진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지구온난화의 정의를 알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 에너지 고갈 문제를 알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 이해한다.
○ 과정 목표
-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태도를 기른다.
- 미래 유망 녹색직업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3. STEAM 과목 요소
S : 지구온난화의 정의와 심각성 알기
T, E : 에너지 고갈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탐색하기
A : 자기소개하기 및 편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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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북극곰의 편지’가 도착했다. 북극곰은 자신이 사는 북극의 빙하가 점점 녹고 있어 고민이라고 한다.
친구들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은 어떤 답장을 줄 수 있을까?
○ 창의적 설계
- ICE BRAKING : 편지를 쓰는 첫 단계로 북극곰에게 자기소개를 한다. 주변에 앉은 친구들과 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소개의 시간을 갖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특공대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간다.
- 지구온난화의 원인 알아보기
-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 찾아보기
-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미래의 유망 직업 소개하기
○ 감성적 체험(성공의 경험 등)
-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극곰의 편지’에 답장으로 쓴다.

5. 평가 계획
연번

평가기준

1

북극곰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적극 참여하는가?

2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관련 미래유망직업이 드러나게
편지를 쓰는가?

방법
관찰평가
관찰평가,
활동지 평가

에너지전문가 파워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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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북극곰의 고민
과목

과학, 사회, 국어, 실과

단원

북극곰의 고민

탐방 시간

1/1

2009 개정교육과정_초등학교 5~6학년군.
과학 (12) 여러 가지 기체
㈐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발생 방법과 그 성질을 안다.

교육과정

사회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국
 토 수준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친환경적인 태도를
갖는다.
(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경
 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예,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자원 고갈 등)
를 확인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국어 말하기 ⑷ 토의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지닌다.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학습목표

북극곰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편지로 쓸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도입
(5분)

Co ‘북극곰의 편지’ 동영상 시청하기
-북
 극의 빙하가 녹는 문제의 위험성을 깨달으며 북극곰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동영상을 시청한다.

‘북극곰의 편지’
동영상

학습활동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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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정의와 종류 알기
에너지 고갈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탐색하기
A 자기소개하기 및 편지쓰기
S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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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준비물

ET ICE BRAKING
- 북극곰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쓴다.
-내
 가 짝꿍이 된 것처럼 짝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며 주변 친구들과 간
단한 소개의 시간을 갖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특공대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간다.

자기소개카드
활동지

CD 지구온난화의 원인 알아보기
학습활동
(28분)

-화
 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효과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임을 설명한
다. 특히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큰 영향을 끼친다.

Prezi

CD 지구온난화를 위한 해결책 찾아보기
- 화석연료를 적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한다.
-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탐색한다.
CD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미래 유망 직업 찾기
-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녹색 직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래
유망직업을 소개한다.

마무리
(7분)

지도상의
유의점

ET 북극곰에게 해결책을 주는 편지쓰기
- 북극곰에게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다짐과 미래에 내가 할 일에
대한 소개를 하며 희망의 편지를 쓴다.

워크북
필기도구

· 온실효과나 기후변화에 관한 소개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지 않도록 교사가
유의할 점을 안내문을 만들어 사전에 제공한다.

에너지전문가 파워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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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카드 작성
♥ 자기소개 카드를 작성해봅시다.
빈 칸에는 자신이 쓰고 싶은 정보를 씁니다.

북극곰의
고민

♥ 옆 자리의 친구와 카드를 바꾸고,
내가 옆 친구가 된 것처럼 자기소개를 해봅시다.
(모둠원이 돌아가면서 소개를 합니다. - 모둠원 4~5명)

2. 북극곰에게 쓰는 편지
♥ 소개받은 직업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표 하세요.
기후변화경찰,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기후변화 전문가,
탄소배출권거래중개인, 폐기물 에너지화연구원, 전기자동차연구원
( 주택에너지효율검사원, 온실가스인증심사원, 바이오에너지 전문가 )

♥ 북극곰에게 선택한 직업인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희망의 편지를
써 봅시다.
-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 - 나의 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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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카드
자기소개 카드

자기소개 카드

이 름

이 름

나 이

나 이

사는지역

사는지역

장래희망

장래희망

자기소개 카드

자기소개 카드

이 름

이 름

나 이

나 이

사는지역

사는지역

장래희망

장래희망

에너지전문가 파워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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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교사용 자료 활용 방법
사전 준비물
1. 학생 활동지, 자기소개 카드(인쇄 후 잘라서 준비)
2. Prezi 파일(강의 날짜 수정)

수업 진행 순서-Prezi 참고
1. 북극곰이 보낸 편지 (5분)
2. Ice breaking (5분)
- 방법 : 자
 기소개카드를 스스로 적는다. 내 카드를 짝에게 준다. 나는 짝이 된 것처럼 모둠원에게 짝을 소개한다.
- 효과 : 자기소개가 아닌 친구 소개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발표를 할 수 있다.
- Tip : 빈칸은 수업 진행이 빠를 경우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사항으로 활용)
3.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설명(4분)
4. 지구를 지키는 방법-마인드맵(4분)
- Tip : 동영상 및 세부 내용은 시간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통해 융통성 있게 활용함.
5. 지구를 지키는 방법-신재생에너지 찾기(2분)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 및 소개 (구체적인 내용은 초등 개념상 이해가 어렵기에 생략
하거나 진로 교육시 함께 안내하도록 함.)
6. What’s your dream?(13분)
- Tip : 꿈이 무엇인지 발문. 몇 명의 대답을 통해 다음 활동과 연계시킴.
예) 답을 하는 아동이 적음 ⇒ 오늘 다양한 직업 중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길 바람.
답을 하는 아동 중에 경찰이나 과학자가 나옴 ⇒ 관련시켜 설명함.
- 10년 후 유망 직업을 정리했다는 수준에서 표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설명은 각각의 해당 설명에서 진행함.
- 설명의 세부 사진은 줌기능을 통해 제시할 수 있으므로, 링크로 연결시키지 않음. 학생의 반응을 살펴
관심있는 자료만 보여주도록 함.(예-투발루, 태양열 건물 등)
7. 북극곰에게 답장쓰기(7분)
- Tip : 예시자료를 미리 제시하지 말고, 활동 시작 후 3분 이상 경과 후에 아동들이 어려워할 경우 제시
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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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강의 전 유의사항
온실효과와 기후변화에 관해 학생이 갖기 쉬운 오개념
1. 기본 개념에 대한 오개념
1) 온실기체
- 온실기체는 대기오염물질과 같다
- 온실기체는 인간에 의해서만 생김
2) 날씨와 기후 혼동 : 예년과 다른 날씨를 모두 지구온난화라고 생각함.(성급한 일반화)
3) 온실효과를 환경문제로 이해함.

2.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오개념
1) 환경에 나쁜 행동 때문
- 예) 쓰레기 아무곳에나 버리기
2) 대기오염 때문
3)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져서

3.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오개념
1) 내가 사는 동안은 괜찮을 것이다.
2) 과장된 이해(지난 50년간 10도쯤 상승했을 것이다.)
3) 피부암이 생긴다.
4) 대기오염이 늘었다.

4. 해결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오개념
1) 연관성이 적은 친환경적 행동을 해결책으로 제시
- 예)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청소 잘하기 등
※ 참고문헌
- 최소영 (2013).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서 기후변화 단원 분석. 환경교육, 26(1), 79-93.
- Choi, S., Shepardson, D., Niyogi, D. & Charusombat, U. (2010). Do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Textbooks Promot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onceptual
Development about Climate Change? : Textbooks’ Consideration of Students’ Conceptions.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91(7), 889-898.
에너지전문가 파워특강

11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nergy
Tomorrow
3•6 학년

교사용

에너지전문가

파워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