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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계의 가장 핵심 인 키워드는 ‘언택트’를 어 ‘온택트’입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COVID-19는 우리 삶, 우리 사회, 아니  세계에 막 한 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COVID-19 염에 한 불안감으로 떨어야 했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었으며, 

서로 거리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은 교육계에도 격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COVID-19로 인해 우리의 상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교육 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교육이 변화한 것보다 2020년, 지난 1년간 일어난 변화가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 재교육도 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 재교육원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안 한 환경 속에서 ‘온택트’ 교육을 지속할  있도록 많

은 노력을 기울 습니다.

지난 1년간 과학 재교육원에서는 COVID-19 방역을 해 긴 하게 온라인과 오 라인을 병행하며 

드 러닝 체제를 안 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하 습니다. 

물론 비 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비 면 교육체제는 모든 학생들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속하기 해 노력하 고 학

생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상 으로 만족스러운 드 러닝 교육을 지지해주었습니다. 이는 과학 재

교육원에는 훌륭한 교 님들과 양질의 콘텐츠가 있고, 이 콘텐츠를 기 으로 구보다 빠르게 온·오 라

인 병행 업을 실행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9개의 과학 재교육원을 묶어서 3개의 권역별로 권

역별 우  콘텐츠를 개발한 것이 앞으로의 온택트 시 에 새로운 과학 재교육원의 모델이 될  있는 

력이라고 할  있습니다.

과학 재교육원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하는 교육의 랫폼입니다. 과학 재교육원은 하드웨어 

랫폼이기보다는 비 과학 기술자를 양성하는 소 트웨어 랫폼입니다.

본 학술 회를 통해 우리 과학 재교육원이 비 과학 기술자를 양성하는 랫폼으로서 이 지할 것으

로 믿습니다.

이에 본 학술 회를 비한 인천 학교 과학 재교육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감사합니다. 

본 학술 회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서혜애 교 님과 27개 과학 재교육원의 원장님, 지도교 님, 참여

교 님, 그리고 행  연구원  직원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한국과학 재교육학회 회장 김 갑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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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기세가 아직도 여 한 것 같습니다. 세기 유의 팬데믹 사태에서 작년은 재교

육이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 습니다. 실험�실습이 주인 재교육은 면 교육이 필 임에도 온라

인 교육으로 치될 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축 한 온라인 교육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의 각 교육원에서 자체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함

으로써 좀 더 풍성한 콘텐츠를 보유하게 됨은 물론이고 새로운 온라인 교육 방식을 모색할  있게 

었습니다. 앞으로 더 교육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침체기를 맞는 재교육을 부흥시키는 계기

가 기를 랍니다. 

2021. 2. 15 

국과학 재교육원 의회장  찬 웅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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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 학교 재교육원장 함남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의 기운이 문 앞에 와 있는 오늘 국의 재교육원장님들과 지난 

1년간의 교육과 연구를 리하는 학술발표 회를 함께 할  있게 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재교육원장님들과 참여 교 님들 그

리고 재교육원 스태 들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재들을 교육하기 해 새롭고 다양한 노력을 

해 주셨고, 오늘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 습니다.

오늘 발표 는 우  사례들이 국의 모든 재원에서 공유 고 확산 어 코로나-19가 조  더 

지속될 것으로 상 는  시 에서 한 교육 방안을 함께 마련할  있는 계기가 기를 희망

합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가 다소 미흡하고 어려가지 어려운 이 있겠지만 재

교육원장님들께서 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술발표 회의 결과가 2021년 국의 모든 재원 발 의 석이 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학교 재교육원장 함 남 우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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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 의 재교육

이재호((사)한국 재학회 회장, 경인교육 학교 교 )

1. 일상이 된 비 면 사회

2020년 에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은 완 히 변하게 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인하여 생에 한 개념은 강화 었고, 오 라인 매장에서의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 으며,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태가 보편화 었고, 상

으로 보 이어서 변화가 더  분야로 인식 어온 교육 분야도 온라인 교육을 통한 재택학습에 

응하기 시작하 다.

이 게 변화된 삶의 심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

으로 보 인 분야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인간의 자리를 하는 시 가 

어,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도 실제 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던 분야가 교육 분야

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할 것 같지 않던 교육 분야도 변하기 시작했다.

오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환 던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125년 통의 미국 백화  체인

인 Sears는 2018년 산하 다. 이러한 변화 속도는 코로나-19 사태의 발발로 속하게 진행 었

다. 결과 으로 118년 통의 백화 인 JCPenny도 2020년 5월 산보호를 신청하 다. 그러나 

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 최첨단 AI 서비스로 무장한 온

라인 쇼핑몰의 명사인 아마존은 2020년 2분기에 최고의 매출과 흑자를 기록하 다.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하여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모임의 식일 것이다. 규모 인원이 모이는 

오 라인 행사의 개최는 상상할  없게 었으며, 신 온라인상에서의 모임은 일상이 었다. 

2020년의 1학기 시작 시 에는 온라인으로 업을 진행할 에 없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곧 종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런 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2021년 

(初)인 지 에 와서는 심지어 2021년 말(末) 는 2022년 까지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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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다. 온라인 모임의 일상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 다. 필자가 직  경험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8월에 제16차 아시아-태평양 재학술 회(Asia-Pacific 

Conference on Gifted 2020: APCG2020)가 구 역시에 치한 컨벤션센터(EXCO)에서 개최될 

이었으나, 이 역시 코로나-19의 향으로 같은 해 11월로 연기하여 개최하 다. 개최 시기를 

연기할 때만 해도 11월에는 해외 참가자들이 직  구 행사장에 올  있을 것으로 상하 으나, 

이 역시 불발 었다. 결과 으로 APCG 행사 최 로 온라인과 오 라인이 결합된 하이 리드 컨퍼

런스를 개최하 고, 우려와는 달리 성공 으로 행사를 개최할  있었다. 유튜 로 생 계한 컨퍼런

스 기간에는 6,283명이 속함으로써  세계의 학자, 학부모, 학생들까지 APCG2020 행사를 참

하 음을 확인할  있었다. 오 라인 심으로 개최해왔던 기존의 APCG 행사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참가 인원의 규모(숫자) 다. 온라인이 결합된 하이 리드 컨퍼런스의 힘을 확인한 것이다.

2. 에듀테크의 력

코로나-19의 발발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험이었다.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는 더 큰 험 요소

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라는 험 요소를 극복해 나갈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결 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는 없을 것이다. 

교육(Education)에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결합된 에듀테크(EduTech)가 결 인 역할을 하게 

었다.

에듀테크는 코로나-19 덕분에 주목을 받기는 했으나,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하여 출 한 것은 

아니다. 교육 분야에 테크놀로지를 결합고자 하는 노력은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가 화 기 시작한 1980년 부터 시작 었으며, 인터넷의 획기 인 보 에 따라 출 한 이러닝

(e-Learning)에 이르러서 교육 분야에 테크놀로지가 활발히 용 기 시작하 다. 이후 증강 실

(Augmented Reality: AR), 가상 실(Virtual Reality: VR), 혼합 실(Mixed Reality: MR) 등의 

기술이 교육과 목 기 시작하 으며, ICT의 획기 인 발 에 힘입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의 용으로 빅데이터(Big Data)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이용한 AI 기술의 

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에듀테크 분야도 새로운 기를 맞이하게 된다. AI가 에듀테크 활성화의 태풍

의 이 된 것이다. AI 기술이 장착된 에듀테크는 학생들의 학습 성향을 분석하여 진 한 개인화 

교육을 시행할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코로나-19의 발발로 시작된 오 라인 교육의 기는 화상회의 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시행 덕분에 극복할  있었다. 모든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환될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

은 극에 달하 고, 교사들은 온라인 교육 시행에 응하느라 신이 없었다. 주요 학들은 학생들

의 등록  환 운동으로 어려움을 치르기도 하 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지 1년이 지난 지

은 어떠한가? 지 의 시 에 100% 오 라인 교육으로의 회귀를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

가? 우리는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과 확장성을 몸으로 경험(체험)하 기에, 오히려 큰 발에 직면할

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온라인 교육에 독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 으로 포스트 코

로나 시 의 주요 화두  하나는 온라인 교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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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시 의 인재 양성

코로나-19 사태의 발발로 ICT의 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재는 AI가 우리의 삶 속 깊

숙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인간 일자리의 부분이 AI로 체될 것이라

는 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로벌 컨설  업체인 Mckinsey의 2018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로벌 기업  47%가 최소 1개 이상의 업무 로세스에서 AI를 도입했고, 30%는 AI 도입을 한 

테스트  이었다1). AI가 무한한 잠재력을 탕으로 인간 업무 역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ckinsey는 향후 10년간 AI가 매년 1.2%의 GDP 성장률을 진하여, 2030년까지  세계 으로

는 매년 13조 달러의 경제  가치를 추가 으로 창출할 것으로 망하 다2). 진 으로 AI가 세인 

시 가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시 의 인재 양성, 즉 AI 인재 양성이 시 한 과제가 었다. 이미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올해 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65%는 재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측하면서 교육의 요성을 강조하

다. 재 AI가 부상하면서 AI 교육에 한 심과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I 시 에 선제 으로 응하기 하여 한민국 부는 2019년 12월에 『인공지능(AI) 국가 략』을 

발표하 고, 뒤이어 2020년 5월에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에 한 개념을 포함한 『제1차 보

교육 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함으로써, AI 시 의 인재 양성을 본격 으로 시행할  있는 기 이 마

련 었다. 한 2020년 5월에는 SW/AI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조항이 포함된 ‘소 트웨어(SW)

산업 진흥법’이 20년 만에 면 개 어 국회를 통과하 다. 이로써 “인공지능도 소 트웨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SW/AI 인재를 양성할  있는 법 인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이제는 SW/AI 인재

를 양성할  있는 구체 인 방법들을 고민할 때이다.

4. 포스트 코로나 시 의 재교육 방향

‘비 면’과 ‘언택트’로 변 는 작 의 상황은 코로나-19가 종식 면 함께 없어질 것인가? 많은 

의 문가들은 작 의 상황은 코로나-19가 종식 어도 종식 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상한다. 

이러한 생각은 문가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이상은 코로나-19로 발된 “일상의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상하 다. 서울시민 59.5%는 ‘재

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제의 확산’은 코로나-19가 종식 어도 유지될 것으로 상하 으며, ‘비

면 온라인 교육의 확산’은 55.6%가 유지될 것이라 상하 다3). 그 다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 를 어떻게 비해야 할 것인가? 잘 비하고 있는가? 놓친 것은 없는가? 상 으로 변화의 속

도에 둔감했던 교육 분야 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진 한 의미에서 

교육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1) Advances in Technology Push AI into the Mainstream, Wall Street Journal, 2018. 04.

2) Modeling the Impact of AI on the World Economy,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8. 09.

3) 서울연구원 온라인 설문조사(2020년 9월 8일-15일간 서울시민 1,000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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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의 변화는 재교육 분야도 외일 는 없다. 우리나라의 재교육 분야는 2000년 

재교육진흥법이 제 된 이후 양 은 물론이고 질 으로도 꾸 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은 재교육 분야의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재교육 분야의 이슈는 ‘모두를 한 

재교육’이다. 2018년 3월 과학기술 보통신부가 발표한 『제3차 과학 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안)』에

서 설 한 비 은 ‘모두의 재성이 발 고, 성장하는 사회’이다. 이를 실 하기 한 목표  하

나가 ‘모두를 한 과학 재 지원체제 구축’이고, 이를 한 세부 추진 과제로 ‘놓침 없는 과학 재 

발굴체제로의 개편’과 ‘기술발 ·융합 속도에 응하는 지원체계 확충’을 제시하 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교육부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한 ‘ 재키움 로젝트’를 진행 이다. 소외계층은 재교육 사각

지 에 있는 학생  한 부류이지, 부는 아니다. 모두를 한 재교육을 시행할 여지는 아직 많

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발발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모두를 한 재교육’을 시행할  있게 었

다. 코로나-19 사태의 발발 이 에는 온라인 교육에 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

교육 체제에서 시행했던 온라인 교육 시행 경험은 모두를 한 재교육 시행의 큰 자산이 될 것이

다. 지 까지의 상황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 의 재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 재교육의 사각지 ’를 없앨  있는 방향으로 진행 어야 할 것이다. 모두를 한 재

교육의 시행을 해서는 ‘선(先)교육 후(後)선발’ 체제의 도입이 필요했으나, 산 측면의 압 으로 

시행할  없었다. 이 한 온라인 교육의 시행으로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아야 한다.

온라인 재교육으로 ‘모두를 한 재교육’을 시행하기 해서는 무엇을 비해야 하는가? 핵

심 인 내용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 한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가 비 어

야 한다. 온라인 재교육의 성패는 ‘콘텐츠의 질(質)’에 달려있다. 우 한 콘텐츠가 있어야 온라인 

교육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있다. 콘텐츠의 개발에 아낌없는 산이 투입 어야 한다. 

산의 나눠주기식 콘텐츠 개발로는 성공할  없으며, 선택과 집 이 필요하다. 장기 인 에서 

재교육 분야의 ‘killer contents’를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 온라인 교육이 성공하기 해서는 콘텐츠 제공자가 일방 으로 학습자에게 콘텐츠를 

달하는 방식으로 운 해서는 안 된다. 콘텐츠 제공자와 학습자, 교 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지속 이고 원활한 소통 채 이 필요하다. 소외계층 학생의 경우 1:1 멘토링이 필요할 도 있

다.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을 지원할  있는 튜터  멘토에 한 책이 마련 어야 한다.

세 번째, 한 온라인 재교육 방법이 용 어야 한다. 온라인 재교육 방법은 다양하다. 동

상 심의 콘텐츠,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심으로 하는 콘텐츠, 토론 심의 콘텐츠, 과제 해결 

심의 콘텐츠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과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심의 방법 등이 있

을  있다. 일 으로 리자와 학부모들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 방법은 교육 상, 주제, 환경 등에 따라 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4). 특  

교육 방법만이 최 이라 생각하고, 한 가지 방법의 사용만을 고집할 경우, 온라인 재교육은 실패

할 확률이 높다.

4) 아재호, 이승훈(2020). 온라인 업 운  방법에 따른 업만족도 분석 - 등 어과 과목을 심으로-. 창의 보문화연구 6

권 3호. 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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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궁극 으로는 구나 쉽게 근할  있는 ‘ 재교육 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

교육 랫폼에 양질의 콘텐츠가 탑재 어 운 며, 콘텐츠 제공자, 교 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도 

재교육 랫폼에서 이루어진다면, 재교육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축 할  있

을 것이다. 향후 이를 가공하여 활용한다면 재학생들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있을 것이

며, 이는 지능  교육 서비스로 이어질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AI 시 의 인재 역량을 계발할  있는 온라인 재교육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AI 시 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컴퓨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추론 역량(Inferential Thinking: IT), 그리고 기

본 인 AI 활용 스킬 등이다.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설계 시에 이러한 역량을 계발할  있도록 

고려한다면 효과 으로 AI 시 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온라인 재교육을 통하여 계발할  

있을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 하고 콘텐츠가 아무리 뛰어나도 온라인 교육이 성공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자

기주도성이 요하다. 일 으로 재는 평재보다 자기주도성이 뛰어나다. 온라인 재교육의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 , 온라인 재교육의 성공에 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

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답보상태 던 재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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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퓨처스마트  재교육 4.0 시스템 구축을 하여1)

한기순 (인천 학교 교 )

  4차 산업 명은 기존의 교육에 한 개념자체의 일  신을 요구하고 있다. 한 로 미래학자 

버크 민스터 폴러는 '지식 두 배 증가 곡선'으로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설명한  있

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해왔다. 그러던 것이 1990년 부터는 

25년으로, 재는 13개월로 그 주기가 단축 다. 2030년이 면 지식 총량이 3일에 두 배씩 증가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에 걸쳐 이러한 변화에 비할  있는 인 신을 요구하고 있다. 

련하여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변화에 항

하는 사람” 사이에 양극화가 차 극심해 질것이라고 지 한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로 표 는 제4차 산업 명시 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시 변화에 응

하기 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재교육도 그 외일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격한 시 변화에 따라 요구 는 과학 재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간략하게 제시해보

고(그림 1 참조), 이 게 새롭게 요구 는 인재상에 발맞춰 향후 재교육의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

가 요구 는가에 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고는 한기순 외 (2018). 제4차 산업 명시  과학 재교육의 인재상  방향성 탐색. ( 재교육연구, 16권 4호) 내용의 일

부에서 발췌- -보완한 원고임.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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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능 보시  과학 재 인재상  과학 재교육 방향성과 추진 략

(출처: 한기순 (2017). “지능 보시  과학 재 핵심역량 도출과 지원 략 립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보고서)

  우선 선발과 교육 방식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환이 요구된다. 재의 재교육은 그 선발의 신

뢰성이나 타당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선발이 상당히 패쇄 이며 재선발에서 배

제 혹은 제외된 학생들에게는 로그램의 근이 허용 지 않는 것이 실이다. 미래 사회 인재들에

게 요구 는 핵심역량인 유연하고 비 인 상황인지역량, 인문학  소양, 과학  지식산출역량과 

공학  실행역량, 휴먼-컴퓨터  이성-감성 매개역량, 진로창조역량과 첨단기술 습득역량 등은 기

존의 통  맥락의 선발방식과는 사뭇 다른 근을 요구한다. 따라서 가 재인가에만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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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을 두기보단 열린 방식의 재선발, 혹은 구에게나 어 서나 언제나(who-where- 

when-ever) 근 가능한 재교육을 통해 보다 다 의 잠재  재아들에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Florida Virtual School(FVS) 같은 가상  온라인 재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기  간 재교육 편차  불균 을 해소하고 재교육 혜 여부와 

계없이 심 있는 학생들의 근, 선택,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람직하다. 재교육의 

이러한 ‘SOS(share-open-spread)’ 략, 즉 재교육의 ‘열린발굴-공유-확산 시도’는 재교육 

근성 제고를 통해 재교육의 불평등 해소에도 의미있는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재교육의 선발과 교육은 성장가능성 심의 발굴과 미래핵심역량 심의 교육을 제로 

하여야 한다. 이는 재의 성 -성취 주에서 창의-산출  지식창출  재로의 패러다임의 환

을 시사한다. 안 인 학업성취만을 추구하는 ‘모범생’ 선발에서 변화와 도 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로운 창조활동을 시도하는 ‘모험생’ 선발로의 환, 과학 분야 지식을 많이 축척하고, 빠르게 기억할 

 있는 ‘지식 소유자’ 선발에서 무한한 데이터를 창의 으로 편집하여 새로운 과학지식을 창출할 

 있는 ‘지식 편집자’ 선발로의 환, 많은 지식을 빠르고 확하게 ‘암기하는 학습자’ 선발에서 새

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여 그에 한 ‘지식과 분야를 창출할  있는 개척자’ 선발로의 환, 잘 

의 고(well-defined) 답 있는 문제를 한 된 시간에 확하고 빠르게 잘 푸는 ‘문제해결  인

재’에서 보다 의미있고 실질 인 진짜 문제들을 발견할  있는 ‘문제발견  인재’로의 환을 의미

한다. 

  이와 함께, 미래핵심역량 심의 교육은 교과목 주의 칸막이식 교육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

양한 크고 작은 실제 문제 융합 로젝트 경험, 인공지능, 가상증강 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의료, 이오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감, 노령화, 빈곤 이슈 등 미래 핵심이슈를 한 

로젝트 업 등의 확 를 포함한다. 를 들어, 미국 토머스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는 생물, 

어, 기술을 독립된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배우지 않고 통합된 IBET(Integrated Biology, English, 

and Technology) 로그램으로 학습한다. 독일 토마스 만 김나지움(Thomas-Mann-Schule)에서

는 유럽 역에 갈 밭이 사라지는 문제를 인식하고 뤼베크 학과 연계하여 이 상의 생물학 , 비

생물학  매개원인을 찾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래핵심역량 교육의 표 인 사례들로 제시 고 있다. 한, 미래사회의 요구를 한 나

노(NT), 이오(BT), 보통신(ICT), 인지과학(CS) 등의 공학 재 교육 로그램과, 학생 개인의 흥

미, 동기, 성, 열 을 고려한 ‘자기설계’ 심의 연구역량 강화 로그램 등도 확 어야 할 부분

이다. 이와 련하여, 과학 재교육기 에서 운 하는 교육과 을 콘텐츠별, 주제별로 모듈을 구성하

여 자체 기  뿐 아니라 타 기 에서도 학생들의 심과 흥미에 따라 공유될  있도록 하는 등 교

육과   로그램 운 에 있어 유연함이 요구된다.  

  셋째, 재교육기 은 ‘교육기 ’에서 ‘연구체험 공간’으로 의 환이 필요하다. 이는 재교육

기 이 ‘독  소유’ 공간에서 ‘나 과 베품’의 공간으로 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간에서 과

학 재들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역할이 혼연 일체된 로슈머(prosumer)로 

성장하여, 자신의 체험과 산출물을 주변과 나 고 공유할  있게 된다. 한, ‘게이트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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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keeper)’에서 ‘ 랫폼(platform)’으로의 패러다임 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재교육기 은 

교육서비스의 요자와 공 자 사이에서 학사행 , 강의, 시설, 연구 등을 일 으로 제공하거나 통

제하는 것이 아닌, 다 의 요자와 공 자가 각자가 원하는 가치를 서로 상호작용하며 교환할  있

는 상생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재교육기 이 선발된 소 를 한 소극 이고 동 인 

맥락의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학습의 장(learning park), 즉 심과 흥미 기  참여  

연구체험 공간 역할을 통해 보다 능동 이고 극 인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넷째, 인지  교육에 치우친 기존의 재교육에서 탈피해 인문학  상상력을 갖춘 력하는 ‘선

한’ 과학 재 양성을 한 다각 인 노력 역시 요구된다. 더불어 사는 가치에 한 강조와 함께 인

간 심성과 가치지향성을 함양할  있는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 역시 요하다. 를 들어, 소외

된 90%를 한 자인처럼 기술, 공 무역 등 더불어 사는 가치가 재교육 업 철학과 내용

에 보다 극 으로 될 필요가 있으며, 싱가포르난양공 (NTU)가 도입한 르네상스 엔지니어링 

로그램처럼 공학교육에 과학, 경 , 인문학을 융합한 다학제 - 융합  재교육 로그램들이 

보다 극 으로 개발-공유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제4차 재교육 장기계획』과 『제3차 과학 재발굴육성종합계획』이 시작 었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장에서의 실제  변화로 연결 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재 진행 고 있는 

재교육을 보면 과연 작 의 재교육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도 지속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는 것도 사실이다. 지 의 재교육은 그야말로  기이다. 재교육 산은 에 띄게 

었고 열심이던 재교사들이 하나 둘씩 재교육 장을 떠나고 있다. 2000년 재교육진흥법 통과

이후 거의 20년 가깝게 운 어 온 재교육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없고 효과가 없다는 증거도 

없이 애매한 체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 재교육에는 재가 없다’‘ 재교육이 사교육시장 

육성에만 기여했다’는 비 만 비일비재하다. 

  4차 산업 명시 에 즈음하여 우리 재교육에 한 보다 근원 인 고민이 필요하다. 본 고가 제

안한 재교육의 방향성과 련하여 ‘WHAT’과 함께 ‘WHY’와 ‘HOW’에 한 보다 극 인 고민

이 요구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한 고민과 함께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존재-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해 보다 구체 인 책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어떻게 작동 가능하게 할 것인가'

에 한 고민 없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한 생각들은 자칫 울림 없는 모토에 지나지 않을  있

기 때문이다. 앞서 언 했듯이 클라우스 슈밥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변화에 항하는 사람’ 

사이의 사회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 한  있다. 우리의 재교육은 변화를 ‘받아

들이는’ 사람을 어,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인재육성을 해 창조  신을 서둘러야 한다. 4차 산

업 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며, 가장 요한 것은 결국 교육이다. 2021년 우리의 재교육은 과

연 미래를 향하고 있는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재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있

도록 재교육 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 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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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설과학 재교육원을 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 신 모 (안) 및 용방안1)

서성원 (KAIST 과학 재교육연구원 연구원)

가. 교 학습의 신, 에듀테크 

■ 교 학습의 신, 에듀테크

❍ ‘에듀테크(Edutech)’2)는 Educational Technology를 의미하고,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융합하여 교육  효과를 최 화하려는 시도임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한 요구는 보화 사회, 지식 보 사회, 그리고 4차 산업 명 시 에도 지속

으로 이어져 왔음. 4차 산업 명시 의 보ㆍ통신 랫폼, 다양한 지털 ICT 등을 활용하여 도

, 신  교 학습 방안을 탐색하는 노력이 진행 임

❍ 지능 보기술을 기 으로 변하는 융․복합 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해서 융합교육

에 기 한 학교 장의 신과 교원의 ICT 역량 제고가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 교육 지털 환  교육 신은 필

❍ 로벌 코로나-19 팬더믹 (COVID-19 Pandemic)은 교육 지털 환을 발하고, 교육 패러다임 

 교육환경 변화를 한 지털 교육 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 임을 각인시킴

❍ 본격 으로 공교육에서 지털 ICT 교육 신 강조  용 탐색함

❍ 지능 보기술(IoT, AI, AR/VR, Big data 등)은 사회·문화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 학습 방법, 학습공

간 설계, 교 학습 환경 구축, 교 학습 지원 등 교육 환경 변화 유도함

■ 에듀테크의 장 과 단

❍ 에듀테크는 학습자별 특성을 고려한 최 화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 주도  개별학습  학생별 맞

춤화 교육이 가능함

1) ‘과학고, 재학교 에듀테크 활성화를 한 온라인 세미나’의 주, 최성연 교 의 원고를 활용함

2) https://en.wikipedia.org/wiki/Educational_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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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학습에서 세계 인 네트워크를 통한 시공간을 뛰어 는 통합 이며 확 된 풍부한 증강 실

(AR), 가상 실(VR) 등 다양한 유 의 ICT 자료 활용 가능함 

❍ 업 시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과 ,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학습 성장 발달  평가에 련

된 다양한 자료 축 이 가능함

❍ 학습자의 직  학습경험과 다양한 ICT 콘텐츠와 활동 참여를 통한 교육으로 로벌 인식, 창의성, 

력  문제해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춘 21세기 시민3), 그리고 지털 리터러시 등을 함양 가

능함. 한 ICT 활용한 과학  학습평가  교육  효과 분석 가능함

❍ 그러나 면 면 학습에서 얻을  있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소통과 배려, 사회성 등 의  학습, 감

성 학습, 계 학습 등에 있어서는 한계임. 한 콘텐츠 없이 호기심만 자극하는 에듀테크가 될 

 있음

나. 에듀테크의 도입 배경

■ 지털 ICT 기  교육  요성

 

❍ UNESCO(2013)4)는 ICT 교육의 다층 인 변화를 강조함

� 학습의 개별화: 학생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과 방법을 제공할  있음

� 새로운 학습 경험 도출: 학생들의 기 와 경험을 구체화시킴

� 시공간의 확장: 실험의 험성이나 시간,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가상공간 학습을 실 함

� 지식 강화를 한 력: 지식에 한 근성을 높이고 효율 인 의사소통 실 이 가능하며, 

학교와 사회를 연결

� 학습 성과에 기 을 둔 평가: 학생 에 맞는 학습내용을 제공하고 평가함

� 자료의 데이터화: 교사와 학생의 행동과 학습과 의 데이터화 가능

❍ OECD(2015)5)는 지털 지능 보 교육의 요성을 강조함

� 지털 기술은 21세기 기술이고, 사회  생산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고차원 역량임

� 시민의 삶을 한 소양에 기술 문해력 는 기술  소양(technological literacy)이 포함 며, 

이를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태의 지털 격차로 인해 새로운 지식 경제에서 효과

으로 응하고 번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상함

� 지털 기술은 교 ‧학습의 개선을 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개인 요구를 함

3) OECD(2008). Innovating to Learn, Learning to Innovate. OECD: Paris, France.

4) UNESCO(2013). Strategic approaches on the use of ICTS in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23251_eng

5) OECD(2008). Innovating to Learn, Learning to Innovate. OECD: Pari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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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털 교육환경, 교 학습의 변화  특징

❍ 지털 교육환경은 과학 교육의 물리 , 시간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한다

는 에서 유용함

� 과학 실험: 활동의 험성이나 난이도, 시간  는 공간 으로 제어가 어렵거나, 무 작거

나 커서 보이지 않는 활동. 재료 공 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직 인 경험이 제한 인 과학 

탐구 활동은 증강 실(AR), 가상 실(VR), 동 상, 시뮬 이션 등 다양한 유 의 ICT 자료를 

활용

�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Fusion 360은 오토데스크사의 3D 모 링 로그램으로 무 작거나 

커서 직  찰이 어려운 원자나 우주의 모 을 모 링하는데 활용 가능함

� 교 학습 도구: 지털 기기와 환경에 익숙한 학습자에게 질문, 토론, 학습 리, 평가 등의 학

습 단계에서 효과 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있음

❍ Horizon Report 20206)에 의하면, AI, 지털 랫폼, 데이터 분석학 등 기술과 온라인 학습, 

안  학습 경로의 설계,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학습자 구조의 변화 등이 교육 변화의 트 드로 

망함

❍ 온라인 학습 환경의 발달로 인해 학습 과 과 결과에 한 학습데이터 기 의 맞춤  교 학습의 실

, 학생 스스로 설계하는 학습공간의 설계, STEAM 심의 융합  사고 함양을 한 교 학습 지

원, 교사 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습자 심 패러다임 환으로 인한 교 학습 환경에서 교육

신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망하고 있음(Freeman et al., 2017)7)

■ ICT 교육의 지향

 

❍ 체 경험의 제공(Specific and Alternate Experiences): 기술의 지원이 없이 체험이 어려운 학습

경험이 어려운 내용에 한 체 경험이 가능함( , 동물의 해부나 험한 실험, 오랜 기간의 자연의 

변화, 유해물질의 향 등). 

❍ 원격 소통, 연결과 업(Distance Communication, Connection & Collaboration): 원격 소통 

도구를 이용하여 보를 공유하고 공동 작업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지도를 받는 것이 가능함

❍ 이동성(Mobility): 학교의 물리  공간을 극복하여 학습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실제 환경 뿐 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까지도 경험을 확장함

❍ 근성(Access): 과거에는 직  방문해야 했던 도서 이나 물  등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학습자료의 다양화와 풍부함이 가능함

6) Horizon Report는 새로운 보통신 테크놀로지가 교육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를 경제, 치, 기술, 교육 등이 분야를 
측하는 로젝트로 2002년부터 추진 고 있다. 

7) Freeman, A., Adams Becker, S., Cummins, M., Davis, A., & Hall Giesinger, C. (2017). NMC/CoSN Horizon Report: 2017 
K-12 Edition, Austin, Texas: The New Media Consortium.(http://www.nmc.org/nmc-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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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털 ICT 도구(TOOL) 시와 특징

❍ 원격 강의/토론 지원: Google Meets, Cisco Webex, Zoom 랫폼은 실시간 강의, 토론, 화이트

보드, 자료공유 등의 원격강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카훗(Kahoot): 퀴즈 제작 앱으로 학생과 교사가 직  퀴즈를 만들거나 질문 은행을 활용하여 재사

용하거나 공유가 가능. 학생의 참여율 통하여 탐구 문제를 의하거나, 토론, 학습내용 리에 활용

가능

❍ 스마일업(Smile Up): 질문 생성과 참여 앱으로 학생과 교사가 직  질문을 생성하거나 질문은행이

나 추천기능을 활용하여 질문을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 탐구 질문을 생성하거나 토론, 사고의 확산

과 렴에 활용가능 

❍ 탐구 활동 지원: Fusion 360: 오토데스크사의 3D 모 링 로그램으로 무 작거나 커서 직 찰

이 어려운 원자나 우주의 모 을 모 링하는데 활용가능 

❍ 울 람 알 (Wolfram Alpha): 매스매티카 기 의 미분 분 방 식, 열 등의 방 식 해법을 구해

주는 인공지능 웹사이트. 탐구 단계에서 필요한 계산을 행하거나, 풀이과 을 확인하는데 활용가능

❍ 지오지 라(GeoGebra Math Apps): 3D 모 링, 그래  시각화를 지원함

❍ Mathealicious (https://www.mathalicious.com/): 학교육을 지원하는 랫폼으로 실생활과의 

련성을 높이고, 상을 학 으로 해석하는 교육 자료를 보 함

❍ 로그래 (코딩) 지원: 아이데원(Ideone): 소스 코드를 컴 일하고 테스트할  있는 온라인 컴 일

러  버깅 도구. 각종 오 소스 검색이 가능. 

❍ 엔트리(Entry): 네이버에서 개발한 교육용 코딩 로그램으로 가상의 스토리와 시뮬 이션 자료의 개

발이 가능하고, 알고리즘 사고 함양에 활용가능

❍ 스크래치(Scratch): MIT 학에서 코딩교육을 해 개발한 로그램임

❍ 구  아트앤 컬처(Google Art & Culture): 세계의 미술작품과 문화유산을 아카이빙한 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검색과 감상 가능 Magic lantern solar system — Google Arts & Culture –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_/_QEA7Gk6rP2e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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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인공지능(AI) 실험: 노래, 그림, 다양한 인공지능 활동. ) 퀸의  머큐리의 모창

https://experiments.withgoogle.com/collection/ai 

다. 교육 신 선도모 의 제안

■ 교육 신 선도모 의 의미과 도

❍ 교육 신 선도모 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심리스 학습(Seamless Learning)’을 의미함

❍ 로벌 코로나-19 팬더믹(COVID-19 Pandemic)으로 발된 공교육 지털 환을 기 으로 교육

 효과를 최 화하기 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 학습 선도모 을 제안함. 이때 교육 신 선도모

은 과학과 교 학습 업모 을 기본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효율 인 학습을 진행하기 한 것

임 

❍ 재학교의 에듀테크 교육 신을 해 과학교  모 의 이론 인 기 와 교육 장 문가의 실제  

경험에 기 한 업모 과 교 략 2가지를 제안함

❍ 교육 신 선도모  개발은 순환  개발 방법과 력 연구 방법에 기 를 두고, 한국과학 재학교 연

구 력진 교사와의 사  의와 워크 , 컨설 과 업 개발, 업 모 의 과 교화, 시범 용 

등의 과 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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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회  

간담회
➜

교육 신 선도모형 

설명회
➜

력연구 교사 

모집 (신청)
➜

연구진-교사 

워크
➜

� 상: KSA 교사
� 상: KSA 체 

교사

� 상: KSA 교사 

체
� 상: 력교사

한국과학 재학교 한국과학 재학교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Zoom) 회의

      

➜
수업지도안 제출

➜

연구진-교사 력팀 

구성 ➜

수업모형 개발 

컨설팅

� 상: 력교사 � 상: 력교사, 연구진 � 상: 력교사

이메일 Zoom 온라인(Zoom) 회의

■ 상호작용 앱활용 립드 러닝 업모 8)

❍ 상호작용 앱활용 립드 러닝 모 은 개념 학습을 목 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 학습자의 맞

춤   동료 학습자간의 력 교 학습 설계를 의미함 

❍  ‘ 립드 러닝’과 ‘개념변화 학습모 ’의 융합으로 개념 학습에 활용 가능함. 

❍ 앱활용 립드 러닝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교실 업에서 립드 러닝의 용을 진한다는 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맞춤  교 학습 방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 립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 라인 상에서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포함한 학습자 심 교 학습으로 개

별 학습자를 해 교 학습을 설계하는 맞춤  학습의 성격을 가짐

❍ 자율학습 Pre-Class(1차시): 에듀테크와 상호작용 앱활용 립드 러닝 모 의 경우, 1차시 업을 

립드 러닝의 사  업으로 진행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8) 교육 신 선도모  립 연구 간보고서( 주 외, 2020)의 내용을 요약 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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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온라인상의 풍부한 학습자원을 탐색하며, 

- 교 자는 온라인 학습공동체에서 질문을 하거나 코멘트를 제시한 후 온라인 학습활동을 통해 

집한 보를 통합함

❍ 학생참여활동 In-Class(2-3차시): 학습자 간의 력을 통하여 개념의 표 , 재구성 과 을 거쳐 새

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학습자는 Pre-Class에서 교 자가 제시한 질문이나 이슈

에 해서 학습자 간의 토론과 토의를 거쳐 새로운 개념을 이해해 나감

- 학습자는 력학습으로 학습자 간의 토론과 토의 등을 거쳐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활동

과 보를 집  분석하여 재구성

- 학습자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습활동에 해 검토하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논의가 필

요한 이슈를 함께 논의함

- 교 자가 제시하는 문제를 학생들이 력 으로 해결한 후, 집단지성을 공유하면 립드러닝 방

식의 업으로 진행됨. 

❍ 성과 성찰 After-Class(3차시): After-Class에서는 In-Class에서 이해된 새로운 개념에 해서 응

용, 검토 등의 과 을 거쳐 새로운 개념에 한 심화 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

- 학습자는 습득한 개념에 한 심화학습을 통하여 개념  확장의 기회를 가질  있도록 진행함

- 교 자는 개념 응용과 련된 심화된 학습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화학습을 한 탐구자료 

등을 제공함

❍ 앱기 ·활용 립드러닝 업 단계  주요 활동의 시는 다음과 같음

업 과 주요 활동  특징
LMS 기 / 앱 활용

교  활동 학습활동

자율학습 

(Pre-Class)

▸ 탐색 활동으로 학습 동 상과 

활동지, 교사와 학생간의 질문과 

피드백

▸ 상은 10분 이내

▸ 상 안에 재미있는 볼/찾을 

거리를 다. 돌발 퀴즈, 돌발 질문 

포함

▸ 교사의 질문에 한 답변, 상에 

한 질문 생성을 LMS에 탑재

▸ 학습 상 선별  제공

▸ 상과 련된 구체 인 

질문을 제시

▸ 학생들의 질문/응답에 

한 교사의 구체 인 

피드백 제공

▸ 상을 

자기주도 으로 

학습

▸ 상에 한 질문 

생성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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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앱활용 립드 러닝의 장 (The benefits of a flipped classroom for distance 

learning)9)과 실천 략

❍ 상호작용 앱활용 립드 러닝의 장 은 학생들이 시공간을 월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할  

있기 때문에 립드 러닝의 이상 인 기회를 제공함

❍ 업 시간에서 아이 어의 실제 용, 학습자 이해, 학습자간 업에 한 원활한 지원을 통해 역동

이고 매력 인 비 면 온라인 업이 가능함. 교사와 학생의 역동 이며 구체 이며 실질 인 

력 인 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간, 학생들간의의 계를 성·개선하고, 학습 동기 부여  진을 

도모할  있음 

9) https://blog.pearsoninternationalschools.com/the-benefits-of-a-flipped-classroom-for-distance-learning/

업 과 주요 활동  특징
LMS 기 / 앱 활용

교  활동 학습활동

학생 참여 

활동 

(In-Class)

▸ 개념 표 : 학생들이 가진 

학습주제, 상에 한 개념을 

표 , 명료화

▸ 개념 재구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개념을 재구성

▸ 비 면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지속이 제한 이라는 

에서, 가능하면 학생들의 활동, 

조사할 내용을 작은 단 로 제시. 

▸ 주제와 련된 하  요소/ 역 

등으로 나 어 제공( , 합성에 

필요한 물질, 합성에 향을 주는 

요인, 과 , 산물 등) 

▸ 학생들의 스스로의 

개념을 표 할  있는 

질문을 제시

▸ 교사의 설명

▸ 으로 (소)회의실로 

모둠 활동 구성

▸ 모둠별 활동 제시 >> 

시간 제공 >> 모둠의 

의견 리

▸ 개인별 & 

모둠별로 활동

▸ 개인별 & 모둠별 

발표

▸ 학생들이 과학  

개념을 

조사·설명하여 

다양한 유 으로 

발표

성과 성찰 

(After-Class)

▸ 개념 응용: 실생활 용 질문 제시. 

) 사과는 어떻게 열릴까?

▸ 개념 변화 검토: 개념 변화 확인 

질문 제시( 인지)

▸ 학생들의 주변 생활 친근한 소재, 

답을 할  있는 질문 제공

▸ 용 문제 제공  해결

▸ 학생들의 개념 평가

▸ 개념을 응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

▸ 성과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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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탐구학습 업모

❍ 유비쿼터스 탐구학습(Ubiquitous Inquiry Learning)은 탐구학습의 범 와 방법의 온라인, 세계 

네트워크 등으로 확장한 업임. 즉 언제, 어 에서나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창의･연

구 활동이나 탐구실험 교과의 효율  운 을 해 ICT 과학 지식과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의 과학 탐구 능력을 효과 으로 신장함

❍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의 특징  구성 요소: 물리 인 한계로서의 교실을 벗어나 세상의 모든 곳을 

활용하는 학습의 장. 학습자의 심, 선호, 학습양식, 학습맥락에 따라 개별화, 맞춤화 학습이 가능

한 지능  학습환경을 제공함

❍ 빠르고 편리한 보 교환으로 력과 상호작용이 증 된 학습 환경임

❍ 교 ·학습 계획 과 별 요소의 선택 방법

첫째, 탐구학습

∙서술  의문을 해결하는 탐구인가?

Y: 귀납  탐구

N∙인과  의문을 해결하는 탐구인가?

Y∙변인을 조작하여 가설을 검증할  있는 탐구인가?

Y: 가설･연역  탐구

N: 경험･귀추  탐구

둘째, 학습상황

∙ 면 학습이 가능한가?

Y∙자유로운 면 학습이 가능한가?

Y: 면 학습

N∙제한 인 면 학습이 가능한가?

Y: 혼합 학습 or 비 면 학습

N: 비 면 학습

셋째, 학습공간

∙학교에서 행할 때 가장 효과 인가?

Y: 학교

N: 집에서 때 가장 효과 인가?

Y: 집

N: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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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BL (문제 심학습) 업모

❍ e-PBL 업모 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PBL 모 ”의 과 을 구 한 모 임. e-PBL은 온라인 학

습환경을 활용하여  PBL의 문제해결과 에  따라 창의 인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함

❍ PBL은 복잡하게 얽힌 사회  이슈나 문제를 학습내용으로 다루면서 이에 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개별 는 소그룹별 활동을 통해 진행됨

❍ 이 업모 은 학습자들이 학습의 주인이 어 자율 으로, 창의 으로 그리고 력  계에서 학

습 과 을 주도함. 이때의 학습내용은 실제 삶과 한 연 성을 지닌 복잡하면서 비구조 인 맥락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 심으로 개된다는 에서 로젝트 심 학습, 액션러닝, 메이커 교육 

등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짐

❍ PBL은 복잡한 사회  이슈나 문제를 학습내용으로 다루면서 개별 는 소그룹별 활동으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탐색함. 학습의 성과는 자기주도성, 창의성, 비  사고력, 탐구력, 의사소통력, 력, 

공감 능력 등 

❍ 교 자의 PBL 업단계는 ‘문제 개발- 업 개- 문제 제시- 문제해결 행- 결과물 발표  공유

- 학습과   결과 성찰’임 

넷째, 학습자료

∙시간･경제･윤리 으로 실물을 이용한 탐구가 효과 인가?

Y: 실물 자료

N: 지털 자료

다섯째, 의사소통

∙효과 인 보 달이 목 인가?

Y: 단방향 소통

N∙의미 있는 보 달과 소통이 목 인가?

Y: 양방향 소통

N∙ 업 능력 향상이 요한 학습 목표인가?

Y: 공유와 업

N∙개별화가 요한 교  략인가?

Y: 개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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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BL의 단계

❍ 문제 개발: e-PBL에서 교 자는 업 에 학습 주제와 련된 문제를 개발하거나 문제 선별하고, 

그에 따른 본 학습을 비함. 그리고 학습자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해 학습자의 을 고려한 문

제 제시가 요함. 한 주기주도성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진을 한 노력, 문제선별과 업 설

계가 필요함. e-PBL 문제를 개발 는 선별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학생들의 주변 생활 심의 문제, 학생들이 실제로 심을 갖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 를 들면, 고

양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먹이( 양분의 종류), 소화 과 , 배설, 운동(칼로리 등), 고양이의 종류

와 분류, 개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환경 문제 등

❍ 집  시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여 작은 단 의 문제를 구성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큰 문제가 해결할 

 있도록 구성. 를 들면, 문제해결을 한 요소들을 구분하여 제시하여 각각 제시할  있도록 

구성

❍ 학습자가 성취감을 경험하여 스스로 효능감을 높일  있도록 해결 결과를 쉽게 알  있는 문제로 

구성

❍ 사이버 업시간에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제시하고, 그것이 행평가 는 

과 심평가로 연계 도록 구성

❍ 학생들이 도 할  있도록 큰 문제를 제시하여 체 업과 에서 해결

❍ e-PBL 문제개발/선별을 한 체크리스트

-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도 할  있는 문제인가? 

- 학생들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있는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가?

- 작은 단 의 문제들로 구성 어, 그것이 큰 문제를 해결할  있도록 구성된 문제인가?

- 학생들이 쉽게 문제 해결 결과를 알고 평가하여 성취감을 경험할  있는 문제인가?

- 지털 도구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이나 다양한 략(혹은 학습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충분

히 포 하고 있는 문제인가?

- 문제해결을 한 다양한 학습자원이 탐색 가능하도록 맥락  보가 담겨 있는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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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을 해 문제를 분석하고 보를 집하고 계획하는 과 이 필요한 문제인가?

- 문제해결을 해 학생들간의 력이 필요한 문제인가?

❍ 업 개: 문제해결 과 을 통해 교육의 가치를 경험할  있도록 구성함. 업설계를 해 고려해

야 할 은 다음과 같음

- 비 면 업/사이버 공간, 사이버 , 사이버 윤리, 작권생활습 , 사회성 등을 고려

- ZOOM 등으로 학생들의 업 참여를 모니터링

-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제공을 한 업 설계, 문제해결에 한 교사 는 

학생간의 피드백, 모둠 업 활동에 한 교사의 피드백 제공, 학생들이 옳은 지식인지 잘못된 

보인지를 평가하고, 교사들이 즉각 인 피드백을 제공

- 문제를 해결한 학생/모둠의 경우, 교사의 추가 연습/문제 활동 제공

-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모둠의 경우, 교사 안내에 따른 보충 활동 제공

-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타인의 감 을 알  없으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 됨. 따라서 학생

간, 학생-교사의 의사소통을 할  있도록 다양한 지털 도구를 극 으로 활용

❍ 결과물 발표  공유: 다양한 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결과물 제시  공유. 유튜  스트림(학교 내 

제한) 등도 가능함

❍ 학습과   결과 성찰, 그리고 이: 문제 제시-조사-토론-조사-토론-문제해결 등의 과 을 성찰함. 

학습과 과 결과물에 한  (칭찬할 , 보완할 , 해주고 싶은 말, 아쉬었던 , 아직도 궁

한 , 해결할 , 기타) 분석을 통한 학습 평가 가능

- 과 과 결과가 타당한가? 

- 결과물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 문제해결의 구성/논리

- 결과가 도움이 는지에 한 의견 제시

- 미해결 는 아쉬운 에 한 안 제시

■ 비 면 업참여 지원 략

❍ 비 면 업참여에서 스마트보드 액티 러닝의 학습요소는 능동  참여, 학습 경험, 성  성찰는 

상호 력  & 유기 으로 연계됨. 각 학습요소는 교사와 학생들 는 개별 학생들간의 소통, 학생은 

학생과 학생의 소통, 지털 환경에서 학습자와 학습자료와의 소통을 극 으로 지원, 안내, 퍼실리

테이트함

❍ 비 면 업환경의 문제상황에 따른 액티 러닝 요소, 해결 략과 지털 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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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 신 선도모델의 장 용을 해 생각하기 

1) 업 진행의 에서 균  잡힌 교육의 으로 환 필요

❍ 콘텐츠를 통한 호기심의 자극보다는 학습 동기 유발과 지속, 업 목표 도달과 더불어 균  잡인 교

육의 목표를 추구해야 함 

❍ 비 면 학습의 한계인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소통과 배려, 사회성 등 의  학습, 감 성 학습, 계 

학습 등을 보완할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지원하는 방안 모색

❍ 에듀테크를 활용한 비 면 는 면과 비 면의 하이 리드 업의 경우, 1차시 업 시간을 35분 

내외로 축소 운

❍ 교사의 에듀테크를 활용할 역량 개발, 업 기획과 학생 리, 학생 발달 데이터 구성  축 을 

한 시간 확보 

3) 에듀테크를 활용한 비 면 는 면과 비 면의 하이 리드 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달라짐

❍ 과거의 지식의 달자에서 교육의 기획자, 안내자, 퍼실리테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의 총체

인 역할을 기

❍ 해진 업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과 , 내용 등을 모니터링 할  있음

4) 에듀테크 활용 업 지원  시스템 구축과 운

❍ 교사를 지원할  있는 실질 인 지원과 시스템 구축  운  필요. , 업 시  경감, 교육청 

는 지역별 에듀테크 활용 지원. 효율 인 교육 랫폼 운  등

❍ 교사의 업 자료 개발과 보상, 그리고 공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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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극 인 비 면 교 학습 략  모  개발 연구가 필요

❍ 면 학교 업 상황은 계획 고 결 된 상황에서 비교  고 인 업임

❍ 비 면 업 상황은 학습 공간, 자료, 소통 등에서 열린 상태임. 따라서 각각에 한 구체 인 가이

드 라인이 필요함. 

❍ 를 들면, 인터넷 자료의 과 범 , 방법 선별 등에 한 교사의 지도 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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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스템 속 탄소의 여행

개발자 : 남윤경 · 신진몽

업 상 : 등학생 차시 : 6차시 

1. 업주제 선 의 취지  배경 또는 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의 순환을 단순히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직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래 를 

통해 시뮬 이션해보며 더 깊이 이해할  있도록 하기 해 업 주제를 선 하 다.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은 NOAA에서 요청한 부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NOAA는 기 의  농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기 의  농도가 어떻게 변할지 상해보

는 시뮬 이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시뮬 이션에 고려해야할 다양한 요인과 가까운 미래에 구

체 으로 몇 ppm이 변할지 나름의 논리 인 사고와 추론과 을 거쳐 직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그래 로 표 해보게 된다. 이 과 에서 주어진 상황이 실제 이기에 흥미를 유발할  있고 책임감

을 갖고 노력할 것으로 기 한다. 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과 에서 양의 피드백이나 음의 피

드백이 나타나는지 생각해보고 이를 인과지도에 표 해볼 것이다. 해진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

하는 과 에서 폭 은 사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있고, 토의  

발표 과 에서 업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2. 총  학습목표

역 내용 창의성 는 문제해결력

인지  요소 지구 시스템의 특징과 상호작용을 설명할  있다.
해진 답이 없는 문제이기에 학생의 

창의성을 발 할  있다.

의  요소
모둠원과 문제에 해 토의하는 동심을 기를  

있다.

문제 해결 과 에서 여러 사람과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의 요성을 

깨달을  있다.

3. 학습내용 요약

 -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에 분포하는 탄소의 특징에 한 확인

 - 주어진 문제 상황을 악하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일지 토의하기.

 - Excel을 활용한  세계의 월별 총 CO2 농도 변화 그래  제작  분석하기.

 - Excel을 활용한  세계의 월별 각 요인에 의한 CO2 농도 변화 그래  분석하기.

 - 각 요인이 미치는 지구 기의 연도별  증가/감소 그래  분석하기.

 - 앞으로 지구 기의 연도별  증가/감소 변화에 해 토의하고 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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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의 기   농도 변화 그래 의 추세선 만들고 분석  용하기.

 -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으로 었을 때 상 는  농도 변화 확인하기

 - 더 실 인 모델의 개발을 한 토의  추가 요인 탐색하기.

4. 탐구활동 시 유의사항

 - 엑셀이 설치 어 있는 노트북을 비하도록 한다. 6차시에 걸쳐 진행 므로 가득 충 해올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해진 답이 없는 문제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과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

시해 다.

 - 엑셀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을  있으니 교사는 우선 학생들에게 방법을 물어보

고 시범을 보여 다.

5. 탐구활동 학습지 또는 학생용 학습지



학술자료 (분과B) 교육 로그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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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탄소의 순환 (1차시)

학습목표  탄소의 시를 통해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이 상호 작용함을 설명할  있다.

주요활동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에 분포하는 탄소의 특징에 한 확인

1. 지구 시스템(Earth System)

 1) 의 : 지구와 지구를 둘러싼 구성 요소(각 권역)가 상호작용하는 체계

 2) 구성 요소: 기권, 권. 지권, 생물권, 외권

2.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1) 기권 :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로, 지표에서 높이 약 1000 km까지 분포한다.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증기 등으로 구성 어있다.

 2)  지권 :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역.을 의마한다.

           지표로부터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 어있다.

 3) 권 : 지표상의 모든 액체 상태의 물과 빙하를 포함하고, 

           권의 부분은 해 가 차지한다. 

 4) 생물권 :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말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 시스템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

 5) 외권 : 기권 의 태양계의 천체, 행성  태양계 깥의 은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외권의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에 지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

용을 일으키는 가장 요한 에 지원이다.

3. 지구 시스템의 상호 작용

 -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 사이에는 물질과 에 지를 교환하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 지구 시스템의 한 권역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모든 권역에 향을 미칠  있으므로, 

   지구의 구성 요소 각각을 이해하는 것도 요하지만,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

 - 지구 시스템의 변화는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뿐만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변화도 발생할  있다.

                      좁은 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은 지역의 변화도 발생할  있다.



 2020년도 공동학술발표 회 자료집

❙168

4. 각 권에 분포하는 탄소의 특징 (2차시)

기

권

- 주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태로 존재함.

- 기 의 는 온실 효과를 일으킴.

★ 온실 효과 : 지표면에서 방출 는 열이 기 의 

온실 기체( 증기, 이산화탄소 등)에 의해 갇 서 

지구가 마치 온실처럼 더워지는 효과. 

(=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원리)

생

물

권

- 주로 생명체 내에서 유기물의 태로 존재함.

- 합성 : 식물이 빛에 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유기물)과 산소로 만드는 과 .

“물  이산화탄 빛에너지포도당  산 ”

 - 합성량은 온도가 올라갈 록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 호흡 : 생물들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교환을 통하여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 지를 만드는 과  

        “포도당  산 물  이산화탄 에너지”

- 생물이 죽어 분해 고 썩는 과 에서도 탄소가 방출된다. 

- 조개 껍질, 산호, 동물의  등 같은 생물 자체에도 탄소가 포함 어 있다.

권

- 주로 탄산 이온이나 탄산 소 이온의 태로 존재함.

- 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속의 탄산 이온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으며 

  온이 낮을 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용해될  있다. 

 ex) 탄산 음료는 시원할 때와 미지근할 때 언제 더 톡톡 쏠까요?

 

 - 물에 녹아있는 탄산 이온은 칼슘과 결합하여 탄산 칼슘(탄산염)을 성하며

다 아래에 가라앉아 암석(석회암)이 된다.

지

권

- 지구의 탄소는 지권에 가장 많이 있음.

- 주로 석회암(=탄산염)으로 존재하며, 일부는 화석 연료(석탄, 석유)의 태로 존재함.

- 화산 활동으로 인해 화산 가스가 방출 면서 탄소가 이동한다.

- 지상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기 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

- 화재는 인간의 부주의나 천재지변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 >  > 가을 > 여름의 순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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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스템 속 탄소의 여행 (3차시)

학습 목표
1. 기   농도를 통해 탄소가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 설명할  있다.

2. 임의의 자료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로 처리하고 분석할  있다.

주요 활동

1. 주어진 문제 상황을 악하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일지 토의하기.

2. Excel을 활용한  세계의 월별 총  농도변화 그래  제작  분석하기.

3. Excel을 활용한  세계의 월별 각 요인에 의한  농도변화 그래  분석하기.

From : 미국 해양 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To : 한민국 등 재원 학생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 NOAA는 지구 시스템  해양과 기 상태를 이해하고 조사하기 해 

여러 국가  기 과 함께 교류하고 력하는 연구기 입니다. NOAA의 지구 시스템 연구소

(ESRL)는 온실 효과를 심화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  하나인 이산화탄소()

의 순환을 연구하고  세계의 탄소 농도를 측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

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미래의 기후 변화를 측하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분이 지구 시스템과 탄소

의 순환을 주제로 공부 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게 메일을 보냅니다.

 재 문가들은 여러 가지 자연 상과 인  활동 등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결과로, 다가

오는  세계의 기   농도가 지속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실 효과 심화와 

이상 기후 등 지구 시스템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상됩니다. 그래서 희 NOAA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기 의  농도가 어떻게 변할지 상해보는 시뮬 이

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개발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가 집하고 있는 자료와 알고 싶은 내용을 일에 담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보고 질문에 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 NOAA에서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상한 결과를 검토하여 더 나은 모델의 개발을 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모델을 근거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리 알려 탄소 배출 감소 

책  환경 보 을 한 책 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과 은 우리 인류가 지구 시스템

을 더욱 확히 이해하고 미래의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농도의 단  ppm : 백만 분의 일 (Parts Per Million), 

                   = 어떤 양이 체 에서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지에 한 단

Q1.  세계  농도변화 그래 에 나타나는 특징 2가지를 설명해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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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요인의 특징과 향 분석하기 (4차시)

Q3. 요인별 그래 를 보고 각 요인에 의해 기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와 감소하는 시기가 몇 월

부터 몇 월까지인지 찾아보고 그 게 는 이유를 기온의 변화와 련지어 설명해 시다.

( +는 기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 -는 기  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

자료는  세계의 기   농도이지만 생물  인간 활동의 부분이 북 구에서 일어나므로 월 

별 기온을 북 구(우리나라)의 기온  계 과 련지어 설명할  있습니다.

양의 값은 기로의 CO2 배출을 나타내고 음의 값은 육지 생물권이 CO2를 흡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양의 값은 기로의 CO2 배출을 나타내고 음의 값은 해 로 CO2가 용해 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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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요인이 미치는 향 비교 분석하기 (4차시)

학습목표 각 요인이 미치는 지구 기의 연도별  증가/감소의 변화를 설명할  있다.

주요활동
1. 각 요인이 미치는 지구 기의 연도별  증가/감소 그래  분석하기

2. 앞으로 지구 기의 연도별  증가/감소 변화에 해 토의하고 상하기

Q4. Excel에 나타난 그래 를 참고하여 지구 기의  농도 증가/감소에 향을 주는 4가지 

요인(생명활동, 해양, 화재, 화석연료) 값을 비교해보고 향력이 큰 순서 로 쓰세요.

※ 향력이 큰 요인부터           >          >           >          이다.

연도별 각 요인이 미치는 지구 기의 CO2 증가/감소량
Year 생명활동 (ppm) 해양 (ppm) 화재 (ppm) 화석연료 (ppm)

2000 -1.82 -0.68 0.78 2.69

2001 -1.26 -0.71 0.79 2.76

2002 -1.00 -0.60 0.81 2.80

2003 -0.78 -0.56 0.93 2.95

2004 -1.47 -0.68 0.90 3.09

2005 -1.37 -0.77 0.94 3.21

2006 -1.36 -0.74 0.90 3.33

2007 -1.54 -1.04 0.92 3.40

2008 -1.48 -0.70 0.78 3.51

2009 -1.48 -1.24 0.74 3.48

2010 -1.57 -0.72 0.94 3.64

2011 -1.74 -0.94 0.76 3.80

2012 -1.62 -1.05 0.81 3.86

2013 -1.23 -0.63 0.69 3.90

2014 -1.72 -1.08 0.79 3.94

2015 -1.53 -0.99 0.87 3.94

2016 -0.55 -0.69 0.73 3.95

2017 -1.47 -1.21 0.80 4.01

2018 -1.43 -1.17 0.88 4.09

합 -26.40 -17.72 17.52 66.35

평균 -1.39 -0.93 0.92 3.49



 2020년도 공동학술발표 회 자료집

❙172

4가지 요인으로 미래의  농도 변화 상해보기 (5차시)

학습 

목표

1. 시뮬 이션 과 을 통해 미래의 기   농도 변화를 설명할  있다.

2. 지구 시스템에 한 이해를 탕으로 모델을 평가하고 개선할  있다.

주요

활동

1. 미래의 기   농도 변화 그래 를 만들고 분석  용하기.

2.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농도 증가량이 으로 어들 때 지구 시스템의 변화 

상하기
3.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모델의 개발을 한 토의  추가 요인 탐색하기

Q6. Q4 ~ Q5의 활동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 2027년 12월’의 기간 동안 각 요인(생명 활동, 

해양, 화재, 화석연료)이 매년 CO2 농도를 얼마나 증가/감소시킬지 토의해보고 상하는 값을 

Excel에 입력하여 모델을 개발해 시다. (소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Q7. 시뮬 이션 결과에서 상하는 기   농도 그래  모양의 특징을 고,

  이와 같은 그래 가 나타나는 이유를 각 요인이 미치는 향과 련지어 설명해 시다. 

Q8. NOAA로 답장을 보내고자 할 때, 앞으로  농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지 이해할  있

도록 학  표 이나 규칙성에 해 설명해 시다. 

NOAA에서 이 설명을 볼 때 쉽게 이해될  있게 설명해주세요.

그래 에 추세선을 그려 1년에 몇 ppm씩 증가하는 패턴인지 구체 으로 분석할  있다.

Q9. Q8을 참고할 때 상할  있는 2050년의 기  농도 값은 무엇일지 측해보고 그 

값을 어 시다.

2050년에 상 는 

 농도 값
             ppm

추론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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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황에 용해보기 (6차시)

Q10. 만약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한  증가량을 으로 인다면, 다른 요인(기권, 권, 지권, 생

물권)에 의한  증가/감소량은 어떻게 지 먼  어 시다. 그리고 그 게 생각한 이유를 구

체 으로 설명해 시다. (2가지 이상)

화석연료 사용 감소가

다른 요인에 미치는 변화
이유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다른 의견이나 생각도 어 시다.

Q11. 그림은 다른 기 에서 미래의  농도 변화를 상한 그래 이다. 앞에서 상한 값은 다

른 모델에서의 상값과 다르게 나타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고려한 요인이 다

르거나, 고려할  있는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일  있다. 기   농도 변화에 향을  

 있는  다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나는 로 어 시다.

다른 기 에서 상한  농도 변화 그래



농

도 

변

화

(p

p   

m)

  



농

도 

변

화

(p

p   



 2020년도 공동학술발표 회 자료집

❙174

지구 시스템 속 탄소의 순환 인과 지도 그리기 (6차시)

- 인과 지도란 알고 있는 개념이 다른 개념과 어떤 계를 갖는지, 는 어떤 향을 주는지 화살표(→)를 고 

화살표 에 원인과 결과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먼  1번 질문에 답하고, 기온이 상승할 때 발생할  

있는 변화에 한 질문 2번과 3번에 답하세요. 그림에 소개된 개념 이외에도 한 개념을 추가해서 그리고 

연결해서 설명해도 됩니다.

1. 다양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탄소의 순환 사례를 화살표(→)로 고 그 에 간단히 

설명하세요.(검은색)

2. 지구 기온이 상승할 때, 지구 시스템의 변화로 다시 기온이 증가하는 과 을

   빨간 화살표(→)를 그어 순서를 ①②③···으로 표 하고 아래에 설명해보세요. (빨간색)

3. 지구 기온이 상승할 때, 지구 시스템의 변화로 오히려 기온이 감소하는 과 을

   란 화살표(→)를 그어 순서를 ①②③···으로 표 하고 아래에 설명해보세요. ( 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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