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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1. 요약문
과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물리/화학/생명과
학/지구과학 각 과목별로 흥미를 갖고 있는 선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본 연구회는 이러한 다양한 선호 교과와 진로 계획을 가진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능력을 합하여 미술, 정보, 수학 과목과 융합하여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
들의 흥미와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중심
으로 성장하는 현재 학생들은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는 사실을 연구회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과학의 탐구
활동에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 이론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연구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회는 광덕고등학교 교사 5인(화학, 생명과학, 정보, 수학, 미술)의 모임으로 다음과 같은 활
동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첫 번째, 교사들의 SW교육 역량 강화이다. 과학 교사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론의 활용에 접근할
수 있다면, 학생 탐구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여겨지는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SW에 대한 지식
과 개념이 부족함을 느끼고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아두이노의 개념과 활용법을 학습하고 실습하면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간이 램프 제작 , 오렌지보드 활용/코딩 ,아크릴 램프 제작 등
의 기초 활동을 통해 각교과 선생님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했다.
두 번째, STEAM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의 실생활 적용 및 활용을
통해 과학과목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과의 흥미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활동
으로 식·약품의 과학 탐구하기, 테마가 있는 미래형 주택 모형 제작하기, 학교 연못 수질 측정 및 개선
을 위한 탐구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각 주제에 맞는 교과에 대한 흥미와 과학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다양한 교과 교사의 협업을 통해 융합 인재교육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회 활동이 다른 교과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의 교육 목표를 달성
하며, 각 교과에 흩어진 지식들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연구회 활동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었다. 더불어 학습자 반응을 통해서도 이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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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좀 더 다채로운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하
나의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과학, 건축, 수학, 미술, 정보 등 각자의
관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 각자의 선호가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
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활동에 SW를 접목하여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관한
기본 지식 즉 아두이노에 대한 기초적 활용 능력이 필요했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과학적 탐구력과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융합될 경우 활동이 더욱 유의미해질 것이라는 교사의 믿음에서 연구를 시
작하게 되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활동에 SW를 접목하여 탐구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의 과학
적 탐구 활동을 위해 다양한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임베디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이
러한 과정 속에서 주어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융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 연구의 범위
상기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광덕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과학탐구활동
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교의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방과후학교활동 시간을 활
용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기초적인 교육은 교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론적인 탐색과 실험
장치 제작, 결과 해석은 학생들의 몫이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동지는 개방형의 질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제시된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해석과 진단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따라 주거 양식의 변화를 서로 다르
게 조망할 수 있어 결과물에 반영하는 내용 또한 다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저마
다 다른 결과물이 창출되어 결과물을 통해 학습자 창의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2 -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내용
1) STEAM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① 프로그램 개선 <식·약품의 과학 탐구하기>

- ‘창의적 탐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위한 ‘탐구 기능’의 전략적 학습을 목표로 삼음
- 창의적 탐구활동에 SW를 접목시키기 위한 전 단계 작업에 해당
- 실생활에서 연구 주제를 직접 찾아 과학 탐구 과정을 설계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 탐구
활동 중심의 융합형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보완
-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일부 발췌 후 재구성
설계기반 미래유망직업
<식품으로 이끄는 창의적인 미래>(고등)
Part3. 식품안전 전문가 되기
kit_융합카드

나노 과학
<STEAM 작은 나노 큰 나눔>(고등)
2) 항암 전달체, DNA 빌딩 블록 구조체
3. 우리가 먹는 약은 물에 잘 녹을까?
⇩
‘탐구 설계 및 수행’을 중심으로 단원을 재구성
< 식·약품의 과학 탐구하기(4차시)>

1.
2.
3.
4.

분자 요리 탐구하기
식품 속 아질산나트륨 함량 비교하기
미생물 검사용 로닥 플레이트를 활용하여 세균배양 검사하기
약품의 용해성 알아보기

② 프로그램 개발 <테마가 있는 미래형 주택 모형 제작하기>

- 미래형 주택을 학생 스스로의 전망과 삶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해보는 프로그램
- 미래를 조망하는 학습자의 관점, 실제 구현을 위한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므로 학생의 가치관과 그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력이 요구됨

③ 프로그램 개발 <학교 연못 수질 측정 및 개선을 위한 탐구활동>

- 교내 연못의 수질을 수질오염지표에 따라 측정하여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
여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 수질 오염 지표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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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혹은 개선 여부 확인에 아두이노가 활용될 수 있으며, 개선을 위한 방법에도 적용이 가능함

2) 적용 내용(대상, 수, 시기)

개선 프로그램
<식·약품의 과학 탐구하기>
개발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미래형
주택 모형 제작하기>
개발 프로그램 <학교 연못 수질 측정
및 개선을 위한 탐구활동>

대상

적용 시기

1~2학년 신청자 30명

8.7.~8.11.

1~2학년 신청자 30명

8.28.~9.1.

1~2학년 신청자 30명

10.24~11.24.

3) 학생 평가 방법과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예시 포함)
- 각 프로그램별 성취 과정,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 제작
→ 채점 결과를 근거로 생활기록부에 세부 내용 포함하여 서술
- 신청자에 대하여 STEAM 과학교실/STEAM SW교실 등 별도의 캠프를 개설하여 90%이상 이수한 학
생에 대해 생활기록부의 ‘학생 생활-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누가기록’에 기재함
- 평가 기준의 항목별로 점수 순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특화시켜 학생의 능력을 서술함
(예) STEAM 과학교실 SW 캠프(2017.08.28.~09.01./10 시간)에 참가하여 비트브릭으로 아두이노 보드/센서/
모터의 활용 방법 및 코딩 체계를 익힘. 직접 설계한 미래형 주택 모형에 적합한 센서를 선택하고 배선 규칙
에 맞게 보드를 구성함. 설계 도면의 작성 취지에 맞게 산출물을 제작함. 미래 교실 환경의 자동화 방안으로
조도 감지에 의한 커튼의 자동 작동과 실내 먼지 감지 후 창문 자동 개폐 기능을 탑재하여 친구들로부터
창의적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완성품에 대한 자부심이 높음.

나. 연구 결과
1) 학생 STEAM 태도와 만족도 조사 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한 STEAM 태도검사 실시
- 학생 활동지 후면에 있는 STEAM 프로그램 이후 소감문 쓰기 결과로 학생의 태도 변화를 파악함
- 구체적인 사항은 인터뷰를 통해 개개인의 과학에 대한 태도 변화를 파악함
2) STEAM 협의체와 교사 네트워크 활동
-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두이노의 활용’ 워크숍 개최(7월 15일)
- STEAM 협의체 중간 발표회(8월 11일)
- STEAM 협의체 컨설팅 실시(10월 23일)
- STEAM 협의체 연구 성과 보고회(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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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연구회 운영 발전 과정 및 자체 평가

- 프로그램 설계 : 활용 교재 재구성, 활동지 제작, 수업 설계
- 프로그램 적용 : 수업 진행, 학생 반응 관찰
- 프로그램 평가 : 사전/사후 설문조사, 학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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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개선 프로그램은 과학 탐구활동을 통해 탐구 역량(가설 설정, 검증, 실험 설계)을 키우기 위한 목적
이었고, 참가 학생 대부분이 방학 중 방과후활동을 통해 활동 목표를 달성했다는 반응이었다. 활동지
는 개방형으로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변인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실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자기 평가가 있었다. 활동에 참가한 교사 역시 학생
들의 반응을 통해 활동 의의를 달성했다는 호평이었다.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 학생이 스스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
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길러진 아두이노의 활용 능력 바탕으로 과학 탐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상하고 주거 양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택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 교내 연못의 수질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활동
등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과학의 탐구 실험과 접목시켜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개발
프로그램 두 가지 모두 학생들의 아두이노 활용 능력을 키워주었다는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주택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에는 어떤 방식으로 주거 양식이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과 그 결과
가 담겨 있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었으며,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분배나 활용과 관련된
정교함이 요구되어 결과물에 대한 학생들의 ‘감성적 체험’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내 연못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아날로그적인 개선 방법―발판
을 밟아 공기를 주입―과 LED 전등을 합해 ‘반디 프로젝트’라는 아트 테마로 기획하는 학생들이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수질오염지표 중 탁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학생들도 있
어 융합적인 능력의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융합적 능력의 향상을 보이지 못한 일부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 본 프로그램 적용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지표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 BOD
와 COD, DO를 수질측정을 위한 시약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수질 개선을 위해 제작한 정수기에 SW를
접목시키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모든 학생에게 소프트웨어 활용이라는 본 프로그램 적용의 기본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구성원의 제언으로 주택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 3D
프린터를 도입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
램을 적용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하는 것을 연구의 후속 과정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5. 참고문헌
SADA(2015), 하이스쿨 아두이노 : 아두이노를 활용한 고등학교 과학실험, 제이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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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현장적용 결과 요약

<STEAM 프로그램(수업) 현장적용 요약>
구분

STEAM 프로그램명

개선 식·약품의 과학 탐구하기

테마가 있는 미래형
주택 모형 제작하기

적용 학교명

적용
학년

광덕고

1, 2

광덕고

1,2

광덕고

1,2

수혜

적용 교과(시수)

적용 기간

방과후(4)

8.7.~8.11.

30

8.28.~9.1.

30

10.24~11.24.

30

과학, 정보, 수학
방과후(4)

학생 수

개발
학교 연못 수질 측정 및
개선을 위한 탐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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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정보, 미술
방과후(4)

[부록2] 활동 증빙 자료
1.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을 위한 정기 모임
- 매월 1회 이상 실시
2. 자료 개발 위한 워크숍 실시
- 7월 15일 (토) 09:00~17:00
- 연구회 구성원 주최의 ‘아두이노 활용’ 워크숍 실시
연구

간이 램프 제작

오렌지보드 활용/코딩

아크릴 램프 제작

과정

3. STEAM 협의체 중간 발표회(8월 11일) 및 컨설팅(10월 23일) 실시
1. 식·약품의 과학 [개선 프로그램 적용]
- STEAM 과학교실 여름캠프 : 8월 7일 (월) ~ 8월 11일 (금) [4차시]
- 실험 설계 및 탐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재구성
즐거운 분자요리

식품 첨가물

식품 안전 전문가 되기

약품의 과학

연구
결과
2. 테마가 있는 미래형 주택 만들기 [개발 프로그램 적용]
- STEAM 과학교실 SW 캠프 : 8월 28일 (월) ~ 9월 1일 (금) [4차시]
- 성과 발표회 : 9월 7일
활동 과정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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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발표

3. 학교 연못 수질 측정 및 개선을 위한 탐구활동 [개발 프로그램 적용]
- 성과 발표회 : 11월 23~25일 일산 킨텍스
수질지표 측정

특이
사항

주요
성과

개선을 위한 방법

성과 발표

STEAM

STEAM 지역 협의체의 지원을 받아 중간 발표회와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어서 이전

협의체

년도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

기타

프로그램의 적용이 특정 학급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청자를 받아 1,2 학년
학생이 뒤섞인 동아리 집단으로 운영하여 정기적인 시간 확보가 어려웠음

Ÿ SW 의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대상 학생의 비트브릭, 오렌지보드와 같은
아두이노 활용 능력이 향상됨

(교사

Ÿ 연구회 참여 교사의 SW Literacy 가 높아짐

의견)

Ÿ 학생들의 경우 과학 동아리의 탐구 활동에 SW 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평이 넓어짐
Ÿ 교사연구회 활동으로 정보 교과가 아닌 교사의 아두이노 활용 능력이 함양됨

자체

Ÿ STEAM 에 해당하는 모든 교과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듦

평가

Ÿ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학생들이 산출물이 더 우수했음

결과

Ÿ 연구회 활동을 이어서 하면 더욱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결과물이 나와 학생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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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의록

일시

2017년 5월 29일 (월) 18:40∼20:00

참석자

장소

정광석항아리보쌈 화정점
투썸플레이스 화정점

김규연, 남궁유빈, 양보민, 이재원, 장성일

안건 : 광덕 STEAM 교사 연구회 운영 관련 협의

<협의내용>
1) 주제별 역할 분담
- 개선 프로그램 지도안 정리 : 김규연
- 프로그램 1 개발 : 남궁유빈, 양보민
- 프로그램 2 개발 : 이재원, 장성일

2) 개발 및 적용 시기 예정

개선 프로그램
프로그램 1) 미래형
주택 모형 제작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개발

보완

적용

평가

-

-

개발

개발

보완

적용

평가

-

개발

개발

보완

보완

적용

평가

프로그램 2) 연못 물
수질측정 및 개선 방법
제안

3) 프로그램 개발 후 역할 분담
- 자문요청 : 박종모 선생님(광덕중학교)
- 개선프로그램 1 적용 : 김규연
- 개발 프로그램 1 적용 : 양보민, 장성일
- 개발 프로그램 2 적용 : 남궁유빈,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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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참석자

2017년 6월 5일 (월) 18:40∼20:00

장소

광덕고등학교 교사연수실

김규연, 남궁유빈, 양보민, 이재원, 장성일

안건 : 광덕 STEAM 교사 연구회 운영 관련 협의

<협의내용>
1) 개발 내용 점검 및 보완
- 개선 프로그램 지도안 정리 : 김규연
- 프로그램 1 개발 : 남궁유빈, 양보민
- 프로그램 2 개발 : 이재원, 장성일
⇨ 상호 교환하여 개발된 지도안 및 학생 활동지 체크/피드백

2)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
- 프로그램 분량은 4회 분이지만, 적용에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참가 학생 모집하여 8월 중 STEAM 과학교실 운영에 적용할 예정

3)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
- 참가 학생 모집하여 9월 중 STEAM SW 교실 운영에 적용할 예정
- 교수·학습 활동 시간에 학생 활동 시간 더하여 10시간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음
- 결과 평가에 교내 ‘창의적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4) STEAM 연수(여름) 대상 선정
- 7월 중 김규연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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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참석자

2017년 10월 23일 (월) 18:40∼20:00

장소

광덕고등학교 교사연수실

김규연, 남궁유빈, 양보민, 이재원, 장성일, STEAM 협의체 컨설팅 위원 2인

안건 : 광덕 STEAM 교사 연구회 컨설팅 실시

<협의내용>
1) 진행 상황 보고
- 개선 프로그램 정리 및 적용 내용 발표
- 개발 프로그램 1 적용 결과 보고
- 개발 프로그램 2 개발 상황 보고

2) 컨설팅 내용
- 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적용에 10차시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도 4차시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도안의 부피를 늘리지 않도록 주의
- 개발 프로그램1의 경우 결과물을 잘 정리해놓아서 학생 활동 결과가 한 눈에 들어옴
- 개발 프로그램2의 경우 지나치게 세부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학생 중심으
로 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적용해볼 수 있도록 협의할 것
- 적용 대상 학생이 일정 학급이 아니라 학생을 모집하여 적용한 경우 설문조사가 어려우
면, 학생 활동 결과지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정리할 수 있음
-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5차시 이상으로 하지 말고, 실제 적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결
과를 분석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STEAM 성과 발표회(예정) 안내
- 11월 중 일산에서 성과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학생 활동 결과를 실제 성과물 중
심으로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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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참석자

2017년 11월 17일 (금) 18:40∼20:00

장소

진부령 황태고을

김규연, 남궁유빈, 양보민, 이재원, 장성일

안건 : 광덕 STEAM 교사 연구회 성과 정리 협의

<협의내용>
1) 성과 최종 정리 업무 분담
- 개선 프로그램 적용 성과 정리 : 김규연
- 프로그램 1 적용 성과 정리 : 남궁유빈
- 프로그램 2 적용 성과 정리 : 이재원
- 회의록 정리 : 장성일
- 보고서 검토 및 최종 인쇄 의뢰 : 양보민

2) 제언
- 학생들이 신청을 통해 모집하다보니, 적용 전-후 설문조사를 완수하지 못한 점이 아쉬
움
- 생활기록부 적용을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하면 좋을 것임
- 특히 결과물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 대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1과 같이 운영하면 더욱
알찬 연구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임
- 교사 수당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좋았던 점은 교사 연구회 참가자가 아두이노를 활용해볼 수 있는 세미나가 있었다
는 점임

3) 생활기록부 입력 방안
- 대상 학생인 1~2학년 90명에 대한 생활기록부 입력 방안 마련은 김규연이 맡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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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업지도안 (개선)

1. 프로그램 개요
주제

학습
목표

STEAM
요소

식·약품의 과학 탐구하기

관련교과

고등학교 1~2 학년
과학, 화법과 작문

내용
목표

• 과학의 탐구 과정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탐구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
• 실생활에서 연구 주제를 모색하여 탐구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분자 요리의 과정을 설명하고, 쓰임을 예상할 수 있다.
•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고,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세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여 활동 결과를 포스터로 제작할 수 있다.
• 의약품의 수용성, 지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다.

S

과학의 탐구 과정(실험 설계, 변인 조작 능력, 탐구 실행력)

T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 조사, 약품의 구조를 고려하여 용해 여부 예측

E

통제 변인, 조작 변인에 대한 이해와 실험 설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연구

A

활동 결과를 포스터로 제작

M

개발 의도

과학의 탐구 능력(설계 및 수행)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을 모아 구성하였다. 실생활에서 연구
주제를 직접 찾아 과학의 탐구 과정을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식·약품의 과학 주제에서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SW 와 과학 탐구 활동을 접목시키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창의적 탐구 활동에 SW 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한 이전 단계 작업이다. 실생활에서 연구 주제를 직접 찾아
과학의 탐구 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 탐구 활동 중심의 융합형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설계기반 미래유망직업 <식품으로 이끄는 창의적인 미래>’의 Part3. 식품안전 전문가 되기와 ‘나노 과학
<STEAM 작은 나노 큰 나눔>’의 일부를 발췌하여 “창의적 탐구 활동”에 중점을 두고 탐구 기능의 전략적인
학습을 목표로 삼는다. 식품과 약품을 주제로 한 탐구 활동 설계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제각각의
탐구 활동을 구안하고, 실험에 도전하면서 과학적/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STEAM
준거

상황
제시

• 과학의 탐구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탐구 실험
설계를 수행해보기

창의
적
설계

• 식품 속 아질산나트륨 함량을 비교할 수 있는 방안
실험의 결과를 포스터로
감성적
설계하기
제작하여 발표
• 미생물 검사용 로닥 플레이트를 이용해 세균배양검사 체험
결과 보고서로 출간
수행하기
• 우리가 자주 먹는 약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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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차시
1

2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2015 개정)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과학

[10 과탐 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
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원리
를 설명할 수 있다.

 새로운 일회용기로 Ooho 물병
을 제작해보고,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기

과학

[10 과탐 01-04] 가설 설정을 포함한 탐구 실험을 수행
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화법
과
작문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각종 식품 첨가물을 알아보고,
식품 속 첨가물을 검출할 수 있
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험하기
 활동 결과를 발표용 포스터 혹
은 보고서로 제작하기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과학

3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균을 알아보고, 세균 배양 배지
[10과탐02-08] 탐구 수행으로 얻은 정성적 혹은 정량
를 활용하여 세균을 검출하는
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표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

화법
과
작문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기
 활동 결과를 발표용 포스터 혹
은 보고서로 제작하기

[10과탐02-08] 탐구 수행으로 얻은 정성적 혹은 정량
과학
4

화법
과
작문

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표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우리가 자주 먹는 약품의 용해
성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을 설
계하고 수행하기
 활동 결과를 발표용 포스터 혹
은 보고서로 제작하기

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Co

1
차시

분자요리 탐구하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일회용기는 없을까?
-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 관련 기사를 읽는다.

Co

(도입 자료를 읽은 후)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이 지속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CD

대안으로 ‘Ooho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제작해봄으로써 활용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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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본다.
CD

‘Ooho 물병’의 가능성과 개선점에 대한 모둠별 발표를 하고,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소주제

Co

식품 속 아질산나트륨 함량 비교하기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속에는 어느 정도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을까?
- ‘아질산나트륨’의 유해성에 대한 기사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는다.

2
차시

CD

(도입 자료를 읽은 후) 같은 물질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가공 식품에 많다는
아질산나트륨의 함량을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CD

조별로 육류, 어육가공품, 스넥류 등을 준비하여 발색제로 활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의 함량을
비교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다.

CD

결과를 해석하여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육가공품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소주제
Co

미생물 검사용 로닥 플레이트를 활용하여 세균배양 검사하기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Co

위험 요소인 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CD

세균을 배양할 수 있는 배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로닥 플레이트(RODAC plate)를 이용하여 주방
환경, 손 청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실험을 수행한다.

CD

조별로 실험의 주제, 변인, 결과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한다.

차시

소주제
Co

약품의 용해성 알아보기

몸이 아플 때,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데, 주사로 맞은 약물이 물에 잘 녹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약물이 혈액을 통해 일정 위치에 도달하여 특정한 수용기와 결합,
우리 몸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시청한다.
Tip!

실제로 암 환자가 투여하는 항암제는 난용성이므로, DNA 를 이용하여 항암 효과를
키우기 위한 고효율 항암 구조체의 형성이 연구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시청해도 좋다.

4
차시
Co

우리가 자주 먹는 약은 물에 얼마나 녹을까?

CD

자주 먹는 약품의 용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다.

CD

약물의 흡수를 촉진하는 기술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혈액에 효율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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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평가계획
구분

제출
결과물
평가

항목

평가기준

기한 내
제출

⦁기한 내에 제출 완료했는가?

체계성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성실하게 정리하였는가?
⦁교재에 기록된 탐구 활동 내용에서 연구 목적/과
정/결과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창의적
사고

⦁탐구 활동의 연구 주제가 생활과 밀접한가?
⦁탐구 활동의 연구 주제가 새로운가?

과학적
가치

⦁설계한 탐구 활동의 결과물이 과학적으로 유의미
한가?

의사소
통 역량

⦁활동 내용 구성 및 설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평가방법

평가도구

자기 평가
및 교사
채점

1. 제출 결과물(보
고서,
활동지,
포스터 등)
2. 5 개 척도로 이
루어진 평가 준
거표로 결과물
평가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번호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 STEAM 과학교실 개설, 90%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해 생활기록
부[학생 생활-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누가기록]에 기재가 가능함.
∎ 생활 기록부 기재 시, 평가기준의 항목별로 점수 순위가 높은 내
용을 중심으로 특화시켜 학생의 능력을 서술할 수 있음.
(예) STEAM 과학교실 여름캠프(2017.08.07~08.11./10 시간)에 참가하여 '식

총괄
평가

1

평가 기준 및 채점
결과

약품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수행하여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함. 특히 휴대폰 액정에 존재하는 세균 분포 확인을
위한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균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인
체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체계화하여 친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정보 체계화 능력이 매우 뛰어남. 약품의 과학을 주제로 타이레놀, 소화
제, 비타민 C 를 막자사발에 갈아 물에 녹여 수용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름
에도 녹여 지용성 여부도 확인함. 물과 기름에 다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타이레놀의 분자 특성에 궁금증을 가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구조를 찾아
조사하는 등 적극성이 돋보이는 학생임. 아세트아미노펜 분자 구조식을 찾
은 후 산성 용액에 녹여보는 등 위 속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가설로 설정하여 실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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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소주제

분자요리 탐구하기

차시

과목
(단원)

고등학교 1,2 학년 과학 탐구 실험

1

교육
과정

[10 과탐 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오호(Ooho) 물병을 제작해보고,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할지 논의할 수
있다.
• 알긴산나트륨과 알긴산염의 또 다른 활용 가능성을 근거를 들어 제안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오염’ 관련 기사 읽기
‘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전쟁’ 지구촌 행동수칙 나온다. (2017.12.04.)

준비물
관련 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4350&plink=OR
I&cooper=NAVER
도입
(10 분)
Co

(도입 자료 읽은 후)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이 지속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Co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일회용기는 없을까?

대안으로 ‘Ooho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제작해봄으로써 활용
목적을 알아본다.
CD

 오호 패키지 디자인이란?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를 대량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된 용기가
쓰레기로서 매립지에서 처리되는 것을 없애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용기를 먹
어버린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Ooho 패키지 디자인’이다.
- 모티브는 계란 노른자를 감싸는 껍질에서 얻어, 본래 분자요리에 자용 이용되는
구체화기법(Spherification)을 이용, 발전하여 제작했다.
- 염화나트륨과 알긴산염을 이용하여 생성된 외부막과 젤 형태의 내부막이 별 다른
접착제가 필요 없이 물을 위생적으로 보존해준다. 또한 알긴산염은 추가적으로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 혈당 수치를 억제하는 식품 첨가물이기도 하다.
전개
(30 분)

학생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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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물병 만들기
1. 투명컵 1에 알긴산나트륨 3g, 물 50ml, 식용색소 소량을 넣고 슬러시 빨대로 저어 섞
는다.
2. 15분 이상 알긴산나트륨을 전부 녹여가며 젤리처럼 될 때까지 저어준다. (미지근한 물
혹은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더 잘 녹는다.)
3. 투명컵 2에 젖산칼슘 5g과 물 300ml를 넣고 슬러시 빨대로 잘 저어 섞는다, (가루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녹여 완전히 투명한 액체가 되도록 만든다.)
4. 젤리처럼 변한 알긴산나트륨 혼합물을 일회용 숟가락으로 젖산 칼슘 용액에 조심스럽
게 옮겨 넣는는다.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한 번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5. 10초 후에 응고된 혼합물을 깨끗한 물에 담가 씻으면 동그란 막으로 둘러싸인 물병이
완성된다.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 다룬다.)

CD

정리
(10 분)

‘Ooho 물병’의 가능성과 개선점에 대한 모둠별 발표를 하고,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물병의 특성 정리하기
 물병의 내구성을 높여 휴대를 위한 물병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기
 분자 요리의 일환인 ‘캐비어 만들기’와 Ooho 물병 제작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Tip!

지도상
유의점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 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 :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314651&memberNo
=2950908&vType=VERTICAL
관련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24T6ruz1G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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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과목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식품 속 아질산나트륨 함량 비교하기

차시

2

고등학교 1,2 학년 과학 탐구 실험
[10 과탐 01-04] 가설 설정을 포함한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 각종 식품 첨가물을 알아보고, 식품 속 첨가물을 검출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여 설명할 정리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식품 첨가물의 일종인 ‘아질산나트륨’ 관련 기사 읽기
- 아질산나트륨 함유 식품 피하고, 비타민 U 많은 양배추·무는 먹고
(2017.03.14./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3/2017031301853.html
- [식품 속 과학] 아질산나트륨 인체유해 우려 없다 (2016.11.07./헬스조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8029005&wlog_tag3=
naver#csidx3e3a19218ede28584351fec127cd48a
도입
(10 분)

Co

(도입 자료를 읽은 후) 같은 물질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가공
식품에 많다는 아질산나트륨의 함량을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Co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속에는 어느 정도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을까?

신문 기사

 각종 식품 첨가물을 알아보고, 식품 속 첨가물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험하기
 활동 결과를 발표용 포스터 혹은 보고서로 제작하기

CD 육류, 어육가공품, 스넥류 등을 조별로 준비하여 아질산나트륨의 함량을 비교하
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다.
 아질산나트륨의 검출

1. 끓는 물을 각 재료가 담겨 있는 종이 컵에 재료가 잠길 정도로 부어준다.
2. 따뜻한 물에 5~10분 정도 우려낸 후 우려
낸 물만을 6홈판에 각각 스포이트를 활용

전개
(30 분)

하여 덜어낸다.
3. 각각에 아질산테스트 A 용액을 한 번 씩
넣어준다. 모두 투입한 후 아질산테스트 B
용액도 동량으로 각각 넣어준다.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 후 관찰한다.

 실험의 결과와 관찰 내용을 정리하여 조별 결론을 발표
- 활동 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하도록 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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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테스트 용액 투입 전 색깔>

CD

정리
(10 분)

<테스트 용액 투입 후 색깔>

결과를 해석하여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육가공품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조별로 정리한 실험 결과 발표하기
- 함유량이 높은 제품, 낮은 제품을 정하여 말해보기
- 조별 지시약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최적의 검출 방법을 알아보기
-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육가공품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 제안하기
Tip!

가급적 교사 개입을 줄이고,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재료(궁금하게 여겼던 식품)
로 테스트 용액의 양을 각자 정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상
유의점

Tip!

수업 이후 활동 결과를 정리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
사하도록 안내한다. 활동을 토대로 각 조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학생들의
결과 해석이 기록물로 남아 포트폴리오로 누적할 수 있다. 이것은 활동지와 함께 평
가에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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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미생물 검사용 로닥 플레이트를 활용하여 세균배양 검사하기

과목
(단원)

고등학교 1,2 학년 과학 탐구 실험

차시

3

교육
과정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
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학습
목표

•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을 알아보고, 세균 배양 배지를 활용하여 세균을 검출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
• 활동 결과를 발표용 포스터 혹은 보고서로 제작하고, 발표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알아보기
Q. 식품이 우리 몸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어떤 요소를 확인해야 할까?
- 조별로 논의하여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조별 발표 결과를 바로 컴퓨터에 정리하여 서로 생각해본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
록 한다.
원인 요소 범주

세부 요소

화학적 위해 요소
생물학적 위해 요소
물리적 위해요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잔류물질, 의약품성분, 중금속, 기타
미생물, 곰팡이독소, 생물독소, 기생충, 동식물질병, 기타
방사선조사, 이물질, 성상, 기타
GMO, 광고(허위, 과대 등), 기간(유통기한, 제조일장 등), 안내(경고, 주의사항 등), 알레르기, 영양성분,

표시광고

도입
(10 분)

신규위해요소
안전위생
영양건강

원료 성분 함량, 원산지, 유기식품, 제품명, 기타
GM)*LMO), 기능성소재, 나노, 멜라민, 방사능, 복제동물, 신규식품, 기타
안전, 위생, 기타
건강, 영양, 영양성분, 기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 혹은
태블릿 PC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Co

Co

위험 요소인 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세균 배양 배지에 대한 정보 찾아보기 : RODAC plate
실험균 사전 정보
일반세균
대장균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CD

전개
(30 분)

세균을 배양할 수 있는 배지의 종류를 알아본 후, 로닥 플레이트(RODAC
plate)를 이용하여 주방 환경, 손 청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다.

 미생물 검사용 로닥플레이트를 이용한 세균배양검사 실험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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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실험계획 세우기
실험 목적
예상되는
실험 결과
1단계
2단계
실험
3단계
계획
4단계
5단계

 미생물 검사용 로닥플레이트를 이용한 세균배양검사 실험 수행하기
활동 주제(예시)

정리
(10 분)

CD

수행 결과(예시)

조별로 실험의 주제, 변인, 예상 결과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한다.

Tip!

학교 홈페이지의 동아리 활동 관련 게시판에 활동 결과를 조별로 정리하여 며
칠간에 걸쳐 관찰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 관찰이 좀 더 명확하다.
지도상
유의점

Tip!

수업 이후 활동 결과를 정리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
사하도록 안내한다. 활동을 토대로 각 조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학생들의
결과 해석이 기록물로 남아 포트폴리오로 누적할 수 있다. 이것은 활동지와 함께 평
가에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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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약품의 용해성 알아보기

차시

과목
(단원)

고등학교 1,2 학년 과학 탐구 실험

4

교육
과정

[10과탐02-08] 탐구 수행으로 얻은 정성적 혹은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표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학습
목표

• 우리가 자주 먹는 약품의 용해성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
• 활동 결과를 발표용 포스터 혹은 보고서로 제작하고, 발표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몸이 아플 때,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데, 주사로 맞은 약물이
물에 잘 녹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Co

- 약품의 수용성 여부와 관련된 영상
<안전성 무시하고 버젓이…식약처, 한국얀센 검찰고발>
도입
(10 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
aid=0000036003

동영상

Tip!

실제로 암 환자가 투여하는 항암제는 난용성이므로, DNA 를 이용하여
항암 효과를 키우기 위한 고효율 항암 구조체의 형성이 연구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시청해도 좋다.
 우리가 자주 먹는 약은 물에 얼마나 녹을까?
CD

자주 먹는 약품의 용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다.

 진통제-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비타민 C 정의 용해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한 실험 설계
1. 약물의 용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따져보아야 할까?
- 용매의 종류 :
- 약물의 표면적 :
- 녹일 약물의 양 :
- 사용 도구 :

전개
(30 분)

2. 약물의 용해 여부를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3. 혈액의 대부분은 물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약물을 물에 더 잘 녹이기 위해 어떤 방법
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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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Tip!

학생들이 실험 설계를 어려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좀 더 잘 안내된 양식으로
활동지를 제공할 수 있다.
 진통제-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비타민 C 정의 용해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한 실험 방법
< 활동 1 >
1. 타이레놀, 소화제, 비타민 C를 각각 막자사발에 넣고 갈아 가루 상태로 만든다. (단, 막
자사발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후에 잘 씻어 약들이 섞이지 않도록 준비
한다.)
2. 6홈판을 다음과 같이 글씨가 써진 A4 용지 위에 올려둔다.

3. 가루 상태의 타이레놀, 소화제, 비타민 C를 6홈판의 윗줄에 각각 넣고 따뜻한 물을 넣
는다. (단, 조별로 각 약품의 양과 넣을 물의 양을 각자 정할 수 있도록 하되 1g 이상의
양을 5ml 이하의 물에 녹일 때에는 약물의 용해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1g 이하의 양으로 하되 물의 양을 5ml 정도로 정하여 용해성을 관찰한다.)
4. 이쑤시개로 가루약을 저어 녹인다. 글씨가 보이는 정도를 비교하여 가루약이 녹는 상
태를 확인한다.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비타민C

물에 녹였을 때

< 활동 2 >
1. <활동1>에서 가루약을 녹인 곳에 중성 세제를 5방울 씩 떨어뜨리고, 이쑤시개로 가루
약을 저어 녹인다. <활동1>의 결과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비타민C

물에 중성 세제를
넣었을 때
2. 가루 상태의 타이레놀, 소화제, 비타민 C를 6홈판의 아랫줄에 각각 넣고, 올리브유를
넣어 녹인다.
3. 이쑤시개로 가루약을 저어 녹인다. 글씨가 보이는 정도를 비교하여 가루약이 녹는 상
태를 확인한다.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올리브유에
녹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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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정리
(10 분)

CD

조별로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한다.

CD

약물의 흡수를 촉진하는 기술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혈액에 효율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Tip!

수업 이후 활동 결과를 정리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서 양식으
로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활동을 토대로 각 조별 결과 보고서에 약물 흡수 촉진 기
술을 종합하여 작성할 경우, 학생들의 결과 해석이 기록물로 남아 포트폴리오로 누
적할 수 있다. 이것은 활동지와 함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Tip!

타이레놀, 소화제, 비타민 C 의 주성분과 각각의 구조를 조사해 용해도 실험 결
과 해석에 활용할 수 있다.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주성분

지도상
유의점
주성분의 구조

물에 대한
용해도를 구조를
통해 설명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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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 혹은
태블릿 PC

7.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1

학생활동

분자요리 탐구하기

<Ooho 물병 만들기>
1. 투명컵 1에 알긴산나트륨 3g, 물 50ml, 식용색소 소량을 넣고 슬러시 빨대로 저어 섞는다.
2. 15분 이상 알긴산나트륨을 전부 녹여가며 젤리처럼 될 때까지 저어준다. (미지근한 물 혹은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더 잘 녹는다.)
3. 투명컵 2에 젖산칼슘 5g과 물 300ml를 넣고 슬러시 빨대로 잘 저어 섞는다, (가루가 남지 않도록 완전
히 녹여 완전히 투명한 액체가 되도록 만든다.)
4. 젤리처럼 변한 알긴산나트륨 혼합물을 일회용 숟가락으로 젖산 칼슘 용액에 조심스럽게 옮겨 넣는는
다.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한 번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5. 10초 후에 응고된 혼합물을 깨끗한 물에 담가 씻으면 동그란 막으로 둘러싸인 물병이 완성된다.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 다룬다.)
<Ooho 물병의 활용 가능성 전망하기>
❶ Ooho 물병을 제작한 후, 완성된 물병의 특성을 정리하자.

❷ Ooho 물병의 내구성을 높여 휴대를 위한 물병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보자.

❸ 분자 요리의 일환으로 ‘캐비어 만들기’를 찾아봅시다. 원리는 Ooho 물병 제작과 유사하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해보자.

- 27 -

차시

2

학생활동

식품 속 아질산나트륨 함량 비교하기

<식품 속 아질산나트륨의 검출>
1. 끓는 물을 각 재료가 담겨 있는 종이 컵에 재료가 잠길 정도
로 부어준다.
2. 따뜻한 물에 5~10분 정도 우려낸 후 우려낸 물만을 6홈판에
각각 스포이트를 활용하여 덜어낸다.
3. 각각에 아질산테스트 A 용액을 한 번 씩 넣어준다. 모두 투입
한 후 아질산테스트 B 용액도 동량으로 각각 넣어준다. 반응
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 후 관찰한다.

<검출 실험 결과 정리>
∎ 테스트 용액 투입 전 색깔

∎테스트 용액 투입 후 색깔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
❶ 테스트 용액 투입 후 색깔 변화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의 함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량이 높을수록 색깔이 붉게 변한다. 붉은빛의 진한 정도에 따라 아질산나트륨의 함유량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함유량이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을 찾아보자.

❷ 아질산나트륨을 섭취한 후 섭취량의 50~80% 정도를 배출하기 위한 배설 시간은 2~3일 정도이다. 아질
산나트륨이 포함된 육가공품을 보다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제안해보자.

- 28 -

차시

3

학생활동

미생물 검사용 로닥 플레이트를 활용하여 세균배양 검사하기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색하기>
· 모둠별로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요소 범주와 세부 요소를 찾아봅시다.
원인 요소 범주

세부 요소

선정 이유/근거

예) 생물학적 요소

미생물, 기생충, 질병균 등

식품 안전에 미생물이나 균과 같은 생물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생물검사용 로닥플레이트를 이용한 세균배양검사>
- 음식 안전 문제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식중독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식중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 본 활동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 손 씻기가 왜 중요한지 식중독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균배양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 세균검사를 위해서는 배양이 필수이기 때문에 세균을 분리 및 배양할 수 있는 배지의 뜻과 특징, 종류에
대해 조사해 봅니다.
· RODAC plate 배양검사 사전 정보 찾기
실험균 사전 정보

일반세균

대장균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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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검사용 로닥플레이트를 이용한 세균배양검사 실험계획 세우기
실험계획 세우기

실험 목적

예상되는 실험 결과

1단계

2단계

실험
계획

3단계

4단계

5단계

· RODAC plate 배양검사 실험 결과 정리
실험균 배양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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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

학생활동

약품의 용해성 알아보기

<상황 제시>
1) 몸이 아플 때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다.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약물은 혈액을 통해 특정
위치에 도달하여 특정한 수용기와 결합하여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게 된다. 그런데 주사로 맞은 약물이 물에 잘
녹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2) 물에 잘 녹지 않는(난용성) 약을 물에 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에 녹지 않는(난용성) 약을 물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자.

1. 우리가 자주 먹는 약은 물에 얼마나 녹을까?
①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비타민 C를 각각 막자사발에 넣고 갈아 가루 상태로 만든다.
(단, 막자사발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후에 잘 씻어 약들이 섞이지 않게 준비한다.)

② 6홈판을 글자가 써진 A4 용지 위에 올려둔다.
③ 가루 상태의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비타민 C를 6홈판의 윗줄에 각각 넣고 따뜻한 물을 넣는다.
④ 이쑤시개로 가루약을 저어 녹인다. 글씨가 보이는 정도를 비교하여 가루약이 녹는 상태를 확인한다.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물에 녹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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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2. 약을 물에 잘 녹게 하려면? 약의 용해도를 높여보자!
① <활동 1>에서 가루약을 녹인 곳에 중성 세제를 10방울씩 떨어뜨리고 이쑤시개로 가루약을 저어 녹인다. 중성 세제
를 섞었을 때 더 잘 녹는가?
② 다른 6홈판을 글자가 써진 A4 용지 위에 올려둔다.
③ 가루 상태의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비타민 C를 6홈판의 아랫줄에 각각 넣고 올리브유를 넣어 녹인다.
④ 이쑤시개로 가루약을 저어 녹인다. 글씨가 보이는 정도를 비교하여 가루약이 녹는 상태를 확인한다.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비타민C

물에 중성 세제를
넣었을 때

올리브유에
녹였을 때

⇨ 1번 실험과 2번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자.

3. 물에 잘 녹는 약의 구조는?
①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비타민 C의 주성분과 각각의 구조를 조사해 용해도 실험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자.
타이레놀

소화제(훼스탈)

비타민C

주성분

주성분의 구조

물에 대한
용해도를 구조로
설명하기
② 혈액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약을 혈액에 잘 녹게 하려면 약은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할까?

③ 생리 활성이 높아 약효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신약도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난용
성인 신약을 물에 잘 녹이기 위해 약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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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자료
차시
참고자료

4
약물 흡수 촉진 기술

(1) 약물 전달 시스템(DDS ; Drug Delivery System) : 전달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
고 효능 효과를 극대화시켜 필요한 양의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형을 설계하고 약물 치료
를 최적화하는 기술

(2) 약물 흡수 촉진 기술 : 약물의 흡수를 진하게 하되 투여 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생체이용률을 향상시키는
기술
- 위장 관내 안정화/흡수능 향상 기술 : 위장관내의 안정성 및 흡수증대 기술, 소장 점막 중 약물대사 효소
활성 조절, 장관내 microflora에 의한 약물대사 조절을 통하여 약물의 흡수를 촉진하는 기술
- Transporter 이용기술 : 약물 수송계를 목적에 맞게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흡수율과 체내 동태를 가지는
약물을 선택하는 기술
- Nano/micro 입자이용 흡수촉진기술 : 약물의 미세분말화 또는 약물을 함유하는 나노 혹은 마이크로 크
기의 수송체를 제조하여 약물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술
- 난용성 약물 가용화 기술 : 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물질들을 사용하여 난용성 약물의 용해도를 향상시
켜 흡수 및 생체이용률을 증대시키는 기술
- 단백성 약물 흡수촉진기술 : 단백성 약물의 Pegylation에 의한 안정화 개선, 생체반감기 증가,
immunogenecity 감소, 경구용 펩타이드 제형 개발 등을 통한 흡수 촉진에 따라 생체이용률을 증대시키
는 기술

출처
손은수, 난용성 약물제어 약물전달시스템의 개발 동향,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지은, 약물 전달 시스템-소아내분비 영역과 관련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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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업지도안 (개발①)

1. 프로그램 개요
테마가 있는 미래형 주택 모형
제작하기

주제

학습
목표

STEAM
요소

관련교과

고등학교 1~2 학년
과학, 정보, 미술, 화법과 작문

내용
목표

•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요구에 알맞은 주택 모형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다.
• 주택 모형 제작에 아두이노의 센서와 모터를 활용함으로써 SW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과정
목표

• 주택 모형을 디자인하고, 계획에 맞는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 주택 모형에 아두이노의 센서와 모터를 활용하여, 각 모둠에서 계획한 주제에 맞는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 제작된 주택 모형의 테마와 특성을 설명하고, 시연할 수 있다.

S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T

아두이노의 센서와 모터를 활용하여 테마에 맞는 SW 프로그래밍, 코딩

E

각자가 정한 테마에 맞는 주택 설계

A

주택의 디자인 요소 고려, 주택의 테마와 특성 발표

M

주택 모형의 층고, 넓이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맞는 하드웨어 측정 및 제작

개발 의도

학습자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것이 주거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각자의 미래상에 적합한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이
함양될 수 있다.

미래 사회에 주택은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또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설계 요소는 미래
사회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미래형 주택을 학생 스스로의 전망과 삶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해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미래를 조망하는 학습자의 관점, 실제 구현을
위한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므로 학생의 가치관과 그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력이 요구될 것이다.
본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SW의 요소를 학습하고 실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또, 각자 어떤 미래상에 근거하여 주택의 메타를 잡았으며, 제작
된 모형의 특징을 정리하여 설명하는 발표 능력까지도 높일 수 있다. 제시된 상황에 적합한 나름대로의 과정
을 구축해가면서 융합적 사고력과 실천 능력이 함양될 것이다.
상황
제시

•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주거 양식(주택)
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완성된 주택 모형의

STEAM
준거

• 미래 사회의 변화상 예측하기
창의
적
설계

감성적
•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험
주택 설계하기
• 설계에 적합한 SW 장치/프로그램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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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특성 발표하고
시연하기

2. 교육과정
차시

과목

과학
1~2

미술

교육과정 성취기준(2015 개정)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예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상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가 주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거 양식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
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기
미문122.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디자
인을 계획하고 제작할 수 있다.

 미래형 주택 모형의 테마를
잡아 설계하기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정보
3~4

미술

5

화법
과
작문

[12정보03-01]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
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12정보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12정보04-10]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주택 모형 제작을 위한 SW 활
용 역량 키우기
- 센서, 모터 사용 방법 익히기
 미래형 주택 모형 제작하기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화작02-09] 상황에 맞는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  완성된 주택 모형의 테마, 특성
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말한다.
발표하고 시연하기

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Co

미래 사회의 변화상 예측하기

미래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 동영상 시청(선택 가능)

1
차시

https://www.youtube.com/watch?v=bsQuIEMDaAo&list=PLgaqSN4OeGIgAHiFsyjWkAWNdh6IP3Oi
4
https://www.youtube.com/watch?v=gBOuchL7t08
https://www.youtube.com/watch?v=tORy_bVLSWM
Co

(동영상 시청 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주거 양식(주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CD

미래 사회의 변화가 주거 양식에 미칠 영향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ET

변화할 주거 양식에 대한 각 모둠의 의견을 발표하여 각자의 의견을 공유한다.

소주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택 설계하기

2
차시

CD

각 모둠별로 예상한 주거 양식의 변화에 근거하여 주택 설계 도면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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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설계 내용에 근거하여 주택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요소가 필요한지 정리한다.

소주제

설계한 주택 모형 제작을 위한 SW 교육 및 제작 활동

3~4
차시

5
차시

CD

설계된 내용에 적합한 SW 장치와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익히고 연습한다.

CD

설계된 내용에 맞추어 모형을 제작하고 아두이노를 활용한다.

소주제
ET

제작된 모형의 테마, 특성을 발표하고 주택 모형 시연

각 조에서 완성한 주택 모형의 주제와 특성을 발표하고 직접 모형의 센서를 가동하여 시연한다.

4. 학생 평가계획
연번

평가 기준

1

미래 사회의 변화를 타당하게 예측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가?

2

각 모둠별로 특징 잡은 주거 양식의 변화에 근거하여 창의적인 주
택 모형을 설계하였는가?

3

문제 해결의 과정이 논리적인가?

4

산출물 제작 과정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가?

5

완성된 모형의 특성이 설계도의 작성 취지에 부합하는가?

방 법
수행 평가
(프레젠테이션)

평가 도구
평가표

모둠별 상호
평가

설계도면

모둠별 상호

+평가표

평가
관찰 평가

-

산출물 평가

평가표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번호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 STEAM SW 교실 개설, 90%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해 생활기록부
[학생 생활-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누가기록]에 기재가 가능함.
∎ 생활 기록부 기재 시, 평가기준의 항목별로 점수 순위가 높은 내
용을 중심으로 특화시켜 학생의 능력을 서술할 수 있음.

평가표
종합

1,2,5

평가 기준 및 채점
결과

(예) STEAM 과학교실 SW 캠프(2017.08.28.~09.01./10 시간)에 참가하여 비

트브릭으로 아두이노 보드/센서/모터의 활용 방법 및 코딩 체계를 익힘. 직
접 설계한 미래형 주택 모형에 적합한 센서를 선택하고 배선 규칙에 맞게
보드를 구성함. 설계 도면의 작성 취지에 맞게 산출물을 제작함. 미래 교실
환경의 자동화 방안으로 조도 감지에 의한 커튼의 자동 작동과 실내 먼지
감지 후 창문 자동 개폐 기능을 탑재하여 친구들로부터 창의적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완성품에 대한 자부심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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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소주제

미래 사회의 변화 예측하고 주택 모형 설계하기

과목
(단원)

고등학교 1,2 학년 과학, 미술

교육
과정

차시

1~2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미문122.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디자인을 계획하고 제작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예상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가 주거 양식에 미칠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 미래형 주택의 변화를 예상하고 테마를 잡아 설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미래 사회 변화상을 주거 양식에 반영하기()

Co

미래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준비물

- 동영상 시청(선택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bsQuIEMDaAo&list=PLgaqSN4OeGIgAHiFsyj
WkAWNdh6IP3Oi4
도입
(15 분)

https://www.youtube.com/watch?v=gBOuchL7t08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ORy_bVLSWM
- 미래 사회의 변화상을 예측하는 1차시 활동에서 친구들이 어떤 점을 중심으로 생
각해 보았는지 발표함으로써 공유한다.
- 그러한 변화상에 맞추어 주거 양식에 반영하기 위해 주택 모형에 어떤 요소를 도
입해야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Co (동영상 시청 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주거 양식(주택)은 어떻
게 바뀌게 될까?
CD

미래 사회의 변화가 주거 양식에 미칠 영향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한

다.
각 모둠별로 예상한 주거 양식의 변화에 근거하여 주택 설계 도면을 제작()

전개
(70 분)

- 도면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하되, 구성원 3인 1조 내의 규칙을 정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면서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기존의 주택이 가진 고정된 양식의 틀을 깨는 완전히 새로운 양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 기술적 요소와 디자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되 설계 도면은 지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러준다.
- 실제 모형 제작 시에 구현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면서 그리되, 이후 제작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 학생 활동지 양식은 다음과 같은 개방형의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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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Tip!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지로
상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동지에 수록하여 사전 공지한다.

평가 항목
창
의
적
설
계

평가 준거

독창성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

점수
20 18 16 14 12

융합성 ⦁융합 정도의 다양성과 영역 간 융합 적합도 20 18 16 14 12
정교성 ⦁최종 산출물의 제작 완성도(예상)

20 18 16 14 12

합리성 ⦁문제 해결의 현실 적용 가능 여부

20 18 16 14 12

체계성 ⦁문제 해결의 논리성 정도

20 18 16 14 12

Tip!

개방형 활동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을 제안하거나
테마에 힌트를 줄 수 있다.
- 제한 조건은 다양하나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학생의 독창성을 끌어내는
데에 유리하다.
(예) Input 센서 2개 이상, Output 장치 2개 이상 설치
- 힌트는 다양하나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학생의 독창성을 끌어내는 데에
유리하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정리
(15 분)

미세 먼지 자동 차단 창문 장착 주택
바퀴벌레 감지 후 자동 살충 스프레이 가동 주택
습도 감지 후 자동 제습 장치 가동 주택
외부 밝기에 따라 자동 조도 조절 주택
별 관측 가능 천장 시설을 갖춘 주택
무인 드론 택배 배달 착륙장을 갖춘 주택
자동 주차 장비 구축 주택

ET 주택 설계 도면 제작 과정 논의/정리하기()
- 완성하지 못했거나 주제를 대폭 수정해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과정 자체에서 즐
거움을 느끼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성공한 활동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안내
한다.
- 완성되지 못한 설계 도면은 이어서 친구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과제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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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설계한 주택 모형 제작을 위한 SW 교육 및 제작 활동

과목
(단원)

고등학교 1,2 학년 정보, 미술

교육
과정

차시

3~4

[12정보03-01]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
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12정보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12정보04-10]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분석하고, 해당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할
수 있다.
• 설계된 내용에 적합한 SW장치와 프로그램 활용법을 익히고 모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 설계한 미래형 주택의 모형을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15 분)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Co 변화할 주거 양식에 대한 각 모둠의 의견을 발표하여 각자의 의견을 공유한다.
()

이전 차시
학생 활동지
스캔본

설계한 도면을 실제 모형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CD

CD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주택 모형에 부착할 보드 코딩하기()

1. 보드, 부품 종류 익히기
- 아두이노 : 납땜하지 않고 핀을 꼽
아 부품을 연결하는 메인보드 [오픈소
스 하드웨어]
과학창의재
단 교육용
PDF

- 센서 : 외부의 정보를 받아서 아두
이노에게 알려주는 부품 [Input]

전개
(70 분)

- 액추에이터 : 아두이노가 명령을 하
면 빛이나 소리를 내거나 글자를 화면
에 포시해주는 등 특정한 동작을 하는
부품 [Output]

비트브릭

2. 아두이노 IDE 설치 및 활용하기
http://arduino.cc/en/Main/Software에서 설치 파일 다운로드
Tip!

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처음 만드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교재로 기
본 LED 깜빡이기, 외부 LED 깜빡이기 등을 연습하여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교육
을 실시한다.

3. 다양한 센서 활용 방법 익히기
- 삼색 LED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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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조 스피커 사용하기
조도센서 사용하기
LCD 패널 사용하기
7세그먼트 활용하기
서보모터 사용하기

과학창의재
단 교육용
PDF

Tip!

아두이노 함수 설명 홈페이지는 다음을 참조한다.
http://arduino.cc/en/Reference/HomePage

정리
(15 분)

ET 주택 모형에 부착할 아두이노 구현 내용 정리하여 발표하기()
- 설계 도면의 주택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활용할 아두이노 센서의 종류와 모터/액
추에이터 등을 정리하여 발표해본다.
- 제작이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 이어서 친구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로 부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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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제작된 모형의 테마, 특성을 발표하고 주택 모형 시연

과목
(단원)

고등학교 1,2 학년 정보, 미술

차시

4

교육
과정

[12화작02-09] 상황에 맞는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말한다.

학습
목표

• 각 조에서 완성한 주택 모형의 주제와 특성을 발표하고 직접 모형의 센서를 가동하여 시연한다.
• 각 조의 테마에 적합한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발표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ET

준비물

제작한 모형의 테마와 특성을 발표하기()

- 발표는 5~10분 내외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모형의 주제와 주안점에 대해서
활동지에 서술된 내용을 참고로 시연하며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발표를 함께 보고, 상호평가를 수행한다.
Tip!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지로
상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동지에 수록하여 사전 공지한다.
전개
(40 분)

평 가 항 목
융합성
결
과
물
창
출

정리
(10 분)

평 가 준 거

점수

⦁구조물은 문제의 제한 조건을 충족시키는가? 20 18 16 14 12

합목적성 ⦁구조물은 설계도의 작성 취지에 부합하는가? 20 18 16 14 12
⦁구조물은 체계적 제작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
체계성
20 18 16 14 12
는가?
충실성 ⦁최종 산출물의 제작 완성도는 높은가?
20 18 16 14 12
⦁각 조의 테마에 맞는 적합한 표현 전략을 선
발표 전략
20 18 16 14 12
택하여 발표를 수행하였는가?

Tip!

발표 및 시연 순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T

총평 후 전시회 장소로 이동하여 결과물 전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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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결과물

7. 학생 학습·활동지

테마가 있는 미래형 주택 모형 제작하기
<고등학교 1,2학년>

【STEAM 설계】
팀 이름

반/번호

성명

STEAM 설계 주제 : 테마가 있는 미래형 주택 모형 제작하기
Q.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주거 양식의 어떤 요소가 바뀌게 될까?

Q. 우리 팀이 설계할 주택은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반영한 것이며, 테마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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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학-작품 설계 도안】
※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STEAM 영역 간 융합을 통해 제작할 최종산출물의 설계도를 채점
기준을 참고하여 그리시오.

설계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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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도안 내용 및 결과물 소개
(제작품의 주제)
(사용 재료 및 활용 센서)

(설계 도안 설명) 우리 팀의 설계 도면으로 작성된 주택 모형의 몇 가지 특징 및 주안점을 서술하
시오.

(채점 기준표) 다음과 같은 평가 준거를 근거로 자기평가/상호 평가가 가능하다.
1) 설계 과정에서의 평가 준거
평가 항목
창
의
적
설
계

평가 준거

점수

독창성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

20 18 16 14 12

융합성

⦁융합 정도의 다양성과 영역 간 융합 적합도

20 18 16 14 12

정교성

⦁최종 산출물의 제작 완성도(예상)

20 18 16 14 12

합리성

⦁문제 해결의 현실 적용 가능 여부

20 18 16 14 12

체계성

⦁문제 해결의 논리성 정도

20 18 16 14 12

2) 제작 결과물 및 발표에 대한 평가 준거
평 가 항 목
결
과
물
창
출

평 가 준 거

점수

융합성

⦁구조물은 문제의 제한 조건을 충족시키는가?

20 18 16 14 12

합목적성

⦁구조물은 설계도의 작성 취지에 부합하는가?

20 18 16 14 12

⦁구조물은 체계적 제작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

20 18 16 14 12
20 18 16 14 12

체계성

⦁최종 산출물의 제작 완성도는 높은가?
⦁각 조의 테마에 맞는 적합한 표현 전략을 선택하여
발표 전략
20 18 16 14 12
발표를 수행하였는가?
충실성

설계 총점 :

결과물 총점 :

- 44 -

[붙임3] 수업지도안 (개발②)

1. 프로그램 개요
학교 연못 수질 개선을 위한
탐구 활동

주제

학습
목표

STEAM
요소

관련교과

고등학교 1~2 학년
과학, 정보, 미술, 화법과 작문

내용
목표

• 교내 연못의 수질을 수질 지표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다.
• 연못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탐구활동 결과물을 탐구 목적과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발표할 수 있다.

S

수질 지표

T

아두이노의 센서와 모터를 활용하여 테마에 맞는 SW 프로그래밍, 코딩

E

수질 개선을 위한 장치 개발

A

장치의 주제에 맞는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장치 제작

M

수질 개선 효과 통계 처리

개발 의도

학습자는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과학의 탐구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이 함양될 수 있다.

교내 연못은 사계절 내내 녹조가 생기고,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지나치게 작은 연못이다. 가끔 고양이
가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금붕어를 사다가 풀어 키우기도 하는 등 다양한 생물이 연못에 관련되어 있다.
각 학교에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수량의 연못이 있을 것이므로 연못의 수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
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다. 연못의 수질을 확인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을 꾸려보고자 한다.
• 우리 학교 연못은 크기가 작아 물이 순환되지 못할 경
상황
제시
STEAM
준거

우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커 많은 학생들이 걱정
하고 있다.

창의
적
설계

감성적
체험

• 수질 오염 정도 확인하기

조별로 수행한 활동의
의의, 결과,

•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제안하기
•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제안하기

2. 교육과정
차시

과목

과학

1~2
미술

교육과정 성취기준(2015 개정)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
여하고,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
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를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
 현재 학교 연못의 수질을 진단
하고 평가할 수 있다.
미문122.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디자
인을 계획하고 제작할 수 있다.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정보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12정보03-01]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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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연못의 수질 개선 방법 제안
 개선을 위한 SW 의 활용 혹은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12정보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12정보04-10]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3

화법
과
작문

SW 의 활용
- 센서, 모터 적용해보기

[12화작02-09] 상황에 맞는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  완성된 모형 및 측정 장치 발표
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말한다.
하기

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1~2

학교 연못 수질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방법 탐구하기

Co

학교 연못의 수질 지표는 어느 정도일까?

CD

수질 지표를 조사하고, 연못의 물에 대해 각 지표별로 측정한다.

Co

학교 연못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CD

수질 개선 프로젝트 :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 적용하기

차시

- 탐구 활동 내용에 근거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각 모둠의 개발 도구, 방법을 적용하고 정리한다.
3
차시

소주제
CD

완성된 모형 및 측정 장치 발표하기

각 모둠별로 적용한 탐구활동 방법을 발표하고, 개발한 장치를 시연한다.

4. 학생 평가계획
구분

제출
결과물
및
과정
평가

항목

평가기준

체계성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성실하게 정리하였는가?
⦁교재에 기록된 탐구 활동 내용에서 연구 목적/과
정/결과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창의적
사고

⦁연못 수질 개선의 방법이 독창적인가?
⦁연못 수질 측정의 도구가 적절한가?

과학적
가치

⦁설계한 탐구 활동의 결과물이 과학적으로 유의
미한가?

의사소통
역량

⦁활동 내용 구성 및 설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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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평가도구

상호 평가
및 교사
채점

1. 측정 도구 활용
2. 수질 개선 방법
의 효용성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 STEAM 과학교실 개설, 이수 학생에 대해 생활기록부[학생 생활-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누가기록]에 기재가 가능함.
∎ 생활 기록부 기재 시, 평가기준의 항목별로 점수 순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특화시켜 학생의 능력을 서술할 수 있음.
(예) STEAM 과학교실(2017.08.28.~09.01./10 시간)에 참가하여 비트브릭으로 아두

평가표
종합

평가 기준 및 채점
결과

이노 보드/센서/모터의 활용 방법 및 코딩 체계를 익힘. 이를 바탕으로 연못의 수
질 개선을 위해 아날로그적 방법을 적용하여 정원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밟고 갈
수 있는 공기 주입 펌프를 활용한 물 순환 펌프를 제작함. 그리고 이 제품의 수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탁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 스티로폼 배를
띄웠으며, 실시간 측정 자료가 앱으로 전송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다른
수질 지표(용존 산소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추가적
으로 설치할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다양한 수질오염지표에 대해 수질 점검이 가
능하므로 기본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습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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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소주제

학교 연못 수질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방법 탐구하기

과목
(단원)

고등학교 1,2 학년 과학, 정보, 미술

차시

1~2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
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를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미문122.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디자인을 계획하고 제작할 수 있다.
교육
과정

학습
목표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12정보03-01]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
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12정보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12정보04-10]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 현재 학교 연못의 수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 연못의 수질 개선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수질이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입
(5 분)

학교 연못의 현재 상태 진단하기()

- 육안으로 관찰한 내용, 현재 연못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 연못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준비물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혹은
태블릿 PC
활동지

CD

연못의 상태 진단을 위한 수질오염지표 조사 및 실제 적용

CD 각 모둠별로 연못의 수질오염지표를 조사하여 측정()
- 다양한 수질 지표를 측정하여 결과를 종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Tip!

개방형 활동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힌
트를 줄 수 있다.

전개
(80 분)

▢ 수질오염지표
수질오염지표 또는 수질지표란 수질의 좋고 나쁨에 대하여 정성 또는 정량적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척도로서 그것을 측정함으로 현재의 수질의 상태
를 알 수 있게 된다. 수질오염지표는 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지표란 눈으로 보거나 맛을 보고 냄새를
맡는 감각에 관계되는 물의 특성으로 현탁고형물, 탁도, 색도, 맛과 냄새 등이
있다. 화학적 지표에는 유기물에 의해 물이 오염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DO(용존산소량), 산
/알칼리도, 독성물질, pH(수소이온지수) 등이 있다. 생물학적 지표란 물을 매개
로 하여 번식하는 병원균과 항온동물의 내장에서 기생하며 분뇨에 의해 오염되
는 대장균을 포함한다. 환경부가 고시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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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측정을
위한 장비
및 약품을
사전 구비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혹은
태블릿 PC
학생활동지

등급
수질오염지
표
용존산소량
(DO)

매우
좋음
Ⅰa

좋음
Ⅰb

약간

약간

보통

좋음

나쁨

Ⅲ

Ⅱ

Ⅳ

나쁨
Ⅴ

매우
나쁨
Ⅵ

7.5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2.0이상

2.0이상

2.0미만

2이상

3이상

4이상

5이상

8이상

10이상

10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수질오염지표
일반세균 (Total Colony Counts)
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염소이온 (Cl-;Chloride)
철 (Fe; Iron)
구리 (Cu; Cooper)
질산성질소 (NO3-N; NitrateNitrogen)
수소이온농도 (pH)
알칼리도 (alkalinity)
경도 (Hardness)

기 준
100CFU/㎖
ND/100㎖
4.0㎎/ℓ 이하
250㎎/ℓ 이하
0.3㎎/ℓ 이하
1㎎/ℓ 이하
10㎎/ℓ 이하
5.8∼8.5
40㎎/ℓ 이하
300㎎/ℓ 이하

- 각 수질오염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얻은 결과 값을 해석하는 방법을 스스로 조사
하여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수질오염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다만, 구비된 센서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수질 지표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하지
는 않는다.
- 학생 활동지 양식은 개방형이므로, 각 조별로 정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
내한다.
각 모둠별로 연못의 수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안()

CD

- 수질 지표를 측정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독
려한다. SW와의 융합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강제하지는 않는다.
Tip!

학생들이 수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
과 같은 평가지로 상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동지에 수록하여 사전 공지한다.
평가 항목
창
의
적
설
계

평가 준거

점수

독창성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

20 18 16 14 12

융합성

⦁융합 정도의 다양성과 영역 간 융합 적합도

20 18 16 14 12

정교성

⦁최종 산출물의 제작 완성도(예상)

20 18 16 14 12

합리성

⦁문제 해결의 현실 적용 가능 여부

20 18 16 14 12

체계성

⦁문제 해결의 논리성 정도

20 18 16 14 12

Tip!

수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활동지에 정리하였으나, 장치 제작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후 수업에서 제작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리
(15 분)

각 조의 측정 결과 및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 측정 결과를 해석하지 못했거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더라도 과정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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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성공한 활동이라는 점을 학생
들에게 안내한다.
- 완성되지 못한 제작품의 경우 이후 이어서 제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제로 부여
한다.

소주제

완성된 모형 및 측정 장치 발표하기

차시

과목
(단원)

고등학교 1,2 학년 정보, 미술, 과학, 화법과 작문

3

교육
과정

[12화작02-09] 상황에 맞는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말한다.

학습
목표

• 각 조에서 완성한 수질 개선 장치를 발표하고 직접 작동하여 시연한다.
• 각 조의 테마에 적합한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발표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ET

준비물

제작한 결과물의 특징과 기능을 발표하기()

- 발표는 5~10분 내외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활동
지에 서술된 내용을 참고로 시연하며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발표를 함께 보고, 상호평가를 수행한다.
Tip!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지로
상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동지에 수록하여 사전 공지한다.
전개
(40 분)

정리
(10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준 거
⦁개선을
위해
적용한
방법은 다양한 영역의
융합성
정보를 통합하는 방식이었나?
결
⦁제작한 완성품은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에 부
과 합목적성
합하는가?
물 체계성 ⦁개선을 위한 적용 방법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적용되었는가?
창
충실성 ⦁최종 산출물의 제작 완성도는 높은가?
출
⦁각 조의 테마에 맞는 적합한 표현 전략을
발표 전략
선택하여 발표를 수행하였는가?

점수

20 18 16 14 12
20 18 16 14 12
20 18 16 14 12
20 18 16 14 12
20 18 16 14 12

Tip!

발표 및 시연 순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T

총평 후 우수작을 뽑아 연못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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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결과물

7. 학생 학습·활동지

학교 연못 수질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방법 탐구하기
<고등학교 1,2학년>

팀 이름

반/번호

성명

차시

1~2

학생활동 1

학교 연못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자!

▲겨울철 교내 연못
▲여름철 교내 연못
2015 년 완공된 교내 ‘생명의 숲’ 좌측에 있는 작은 연못이다. 지름이 약 2m 정도 되는 연못으로, 깊이
는 깊지 않아 사람이 들어갈 경우 무릎까지도 오지 않을 정도로 수심이 얕다. 그런 까닭에 일년내내
녹조가 있으며, 연못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수질을 측정해보고,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질이 좋지 못하다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❶ 학교 연못의 수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질 지표’에 대해서 조사해 보자.

❷ ❶에서 조사한 수질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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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❷의 방법에 따라 실제 학교 연못의 수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나타내 보자.

학생활동 2

연못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교내 연못의 수질을 점검해보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해볼 수 있을까?

(채점 기준표) 다음과 같은 평가 준거를 근거로 자기평가/상호 평가가 가능하다.
1) 측정 과정과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에서의 평가 준거
평가 항목
창
의
적
설
계

평가 준거

점수

독창성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

20 18 16 14 12

융합성

⦁융합 정도의 다양성과 영역 간 융합 적합도

20 18 16 14 12

정교성

⦁최종 산출물의 제작 완성도(예상)

20 18 16 14 12

합리성

⦁문제 해결의 현실 적용 가능 여부

20 18 16 14 12

체계성

⦁문제 해결의 논리성 정도

20 18 16 14 12

2)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 준거
평 가 항 목
융합성
결
과
물
창
출

평 가 준 거
점수
⦁개선을 위해 적용한 방법은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통
20 18 16 14 12
합하는 방식이었나?

⦁제작한 완성품은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20
⦁개선을 위한 적용 방법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적용
체계성
20
되었는가?
충실성
⦁최종 산출물의 제작 완성도는 높은가?
20
⦁각 조의 테마에 맞는 적합한 표현 전략을 선택하여
발표 전략
20
발표를 수행하였는가?
합목적성

설계 총점 :

결과물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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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6 14 12
18 16 14 12
18 16 14 12
18 16 1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