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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는 교실
- 학교 현장에서의 지능형 과학실 운영 실제

글. 김진모 SNS-View 편집위원
인천청라초등학교 교사

2018년부터 시행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과 2020년 발표된 「제4차 과학교육종합계획
(2020~2024)」에서는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과학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탐구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공간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탐구 공간이 바로 지능형 과학실이다.

[지능형 과학실이란?]
AI와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정보를 종합적으로 결합한 ‘지능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공간

그림 1.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1년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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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과학실에서 데이터 기반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 기반
과학 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나아가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교실
이라는 특성은 학생 주도적인 학습을 구현하게 한다. 이에 작년 한해 전국 71개교가 모델학교로
선정되어 지능형 과학실이 구축·운영한 바 있다.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지능형 과학실의 모습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이나, 학교 현장 교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능형 과학실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과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능형 과학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인천청라초등학교는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요한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어려운 기기가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지능형 과학실에서
데이터 기반의 실제 문제를

있고, 데이터를 획득·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했다. 교사 개인적으로는 학생들만의
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도 컸다.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실험환경을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첨단

학생들은 데이터 기반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과학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바랐다.

지능형 과학실의 수업 실제
[ 사례1 ]

나만의 학교 숲
생태지도 만들기

지능형 과학실에서는 학생들의 ‘데이터 활용’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래프나 표는 흔히
활용되는 데이터지만,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 이에 생태
지도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생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보면서, 데이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소속된 학교에는 다양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있어 학교 숲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학교 숲을 통해 다양한 생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학생 주도적
탐구 활동 촉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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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활동

학교 숲 생태계 관찰

학교 생태환경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학교 생태계가 생물요소와 비생물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을 이야기 했다. 학생들이 학교숲을 하나의 작은 생태계로서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직접 탐구하도록 하는데 학습의 주안점을 두었다.
탐구 활동 1

학교 숲 생태데이터 수집하기

학교 곳곳에 숨어있는 생태계 요소 들을 살펴보며, 학생들은 생태요소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했다. 학교 숲 생태를 파악할 때는 도감, 꽃 검색 앱, 지식 검색등을 이용
하도록 하여, 학생 자발적인 심도있는 탐구활동이 진행되었다.

학교를 구역으로
나누어 모둠별 활동공간을
제시한다.

학교 생태데이터 수집 및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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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학교 숲
생태지도 만들기

탐구 활동 2

가상공간 속 학교 숲 생태지도 작성하기

https://youtu.be/9YLmuV-o11c

학생들은 수집한 생태계 데이터를 온라인 어플,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 공간 속에 전시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탐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학교 숲 생태
지도>는 QR코드를 통해 공유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
하거나 탐구 데이터에 대한 표현 방법 등을 나누는 등 데이터 활용의 프로세스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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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

지능형 과학실은 학생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창의
융합형 과학실에서 제안했던 공간요소를 활용, VR, IoT 센서기기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 과학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 공유, 활용하여 새로운 탐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탐구 활동 1

데이터 공유 및 온라인 협업탐구활동

공유된 영상데이터 활용
골드버그 장치(Rube Goldberg
Machines)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실시간 데이터 정리

학생들은 재활용품을 사용한 골드버그 장치(에너지 전환 장치) 제작 방법을 직접

상호작용을 계획하여 연쇄반응에

영상으로 만들어 타 학급에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했다. 영상을 본 학생들은 영상을 토대로

기반을 둔 장치. 에너지 전환

장치를 제작했고, 결과 영상을 다시 본 학급으로 공유해주었다.

개념 학습을 위한 교구로 사용

이렇게 수집된 영상 데이터 18개를 통해, 골드버그 장치의 작동 방법이나 구성 등의
탐구에 보다 깊이 동기유발된 학생들은 모둠별로 실생활 속 에너지 전환 사례를 찾아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였다.
탐구 활동 2

에너지 전환장치 탐구하기

가상공간 설계도 그리기

모둠별 협의

가상공간 작업

코스페이시스 작업

6

현장 인사이트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는 교실

[ 사례2 ]

가상 골드버그장치
만들기

학생들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골드버그장치(에너지 전환
장치)를 설계한 뒤, 모둠별로 여러 영역을 협의하여 설계도를 작성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각 모둠별로 각각의 가상현실 내에서 협업하며 골드버그 장치를 제작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물리작용 실험을 가상현실 속에서 구현하며 에너지 전환의 의미도 체득할 수 있게
된다. 제작 활동 중 변수가 생겼을 경우는 팀원들과 협의해 설계도를 변경하며 진행하고,
탐구활동1에서 수집하고 정리했던 자료를 업로드하여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정리 활동

AR/VR 활용하여 학습 공유하기

AR증강현실 체험

가상현실 체험

각 모둠별 제작한 가상현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설명하면서 학습을 정리한다.
증강현실(AR)을 활용해 학급 내에서 제작한 에너지 전환 장치를 보여주며,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었다.

지능형 과학실은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업 공간으로, 학생들이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고
첨단 기술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를 정리하고 가공하여 공유
할 것인가 등 기초적인 정보기술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웹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ON’
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자신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며 또다른 배움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지능형 과학실을 위한 지원 플랫폼들이 보다 탄탄하게 마련되길 바라며,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새로운 수업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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