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M Edu + 2-1
Manual for jedaoom wellness program

고등학생 기관방문형
학생용

Ⅰ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의 목표
•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 현재 기호식품들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 팀 별 헬씨컴포트푸드를  구상한다.

2. 프로그램 내용
내용요소

성취기준

인성찾기
(1차시)

음식탐색
(2차시)

헬씨컴포트푸드
그리기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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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교과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안다.
- 미래의‘나’
를 그린다.
- 미래의‘나’의 역할을 안다.

우리가 흔히 즐겨먹는 음식 중 건강상 우려가 되는 음식을 찾는다.
- 공통의 관심 음식을 찾아 팀을 만든다.
- 팀별 음식의 문제점 분석을 한다. (요소분석 + 페르소나 분석)

미래의‘나’의 역할이 되어 팀 별 음식의 문제를 해결한다.
- 조별‘헬씨컴포트푸드’를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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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미술

Ⅱ 1차시 - 나 이런 사람이야

활동지 1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사람들이 즐겁고 건강
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게하는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
미래역할 명찰만들기
(예시)

컴포트
푸드

STEAM
역할

Technology

1. 미래역할 정하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바탕으로 미래의 역
할을 정한다.
정한 미래의 역할을 바탕으로 S, T, E, A, M 스티커를
나누어준다.
모든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에 기반하여 참
여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2. 미래역할 수행하기
프로그램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미래역할을 수
행함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킴. 이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융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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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차시 -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활동지 2

STEAM 지도를 활용한
문제해결과정

“We are the MAPs!”라는 구호에 맞게
각각의 팀들이 지도를
직접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수행함.

3.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지도모양의 활동지의 순서에 맞추어 각각 팀별로 컴포트
푸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한다.

4. X

O 과정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발산과 수렴 과정을 반복하여
최대한 색다른 아이디어들을 얻고 조원들과 공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포스트잇을 최대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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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3

교과연계지식
STEAM 카드 활용하기
교구 중 하나인 STEAM 카드를 활용함.
팀 별로 선정한‘X(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를 각 카테고리별로 선정한다.

5. QR 코드 활용
심화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각 카드에 있는 QR 코드
를 스캔하여 접속한다. 해당 컨텐츠를 바탕으로 추가적
인 아이디어를 조원들과 공유한다.

6. 아이디어 선별
팀별로 팀원들과의 충분한 공감의 시간을 바탕으로  수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가장 가치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들을 2~3개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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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3차시 - 건강하고 즐거운 우리의 헬씨컴포트푸드

활동지 4

헬씨컴포트푸드 직접 그리고
공유하기

팀별로 자신의 팀의 미래의 헬씨컴포트
푸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7. 최종 아이디어 구체화
선별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토의과정을 통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한다.

8. 헬씨컴포트푸드 그리기
팀별로 헬씨컴포트푸드를 직접 그리는 과정을 통해 아이
디어를 구체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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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헬씨컴포트푸드 구현하기

활동지 5

Healthy comfort food를
실제 구현하기
예시) 매생이 요리
여러 전문가들 ( 요리사, 영양사, 식품연
구원, 등)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즐거운 팀별 헬씨컴포트푸드를
직접 구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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