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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사회는 급격한 발전에 따라 창의적 융합 인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융합인재교

육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 융합인재교육의 도입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과의 융합이 이루어진 융합

인재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융합인재교육 자료의 주제 선정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3D 카메라 만

들기’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3D 카메라 만들기’는 다양한 교과가

융합되기 적합한 주제이고,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문제해결과정

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융합인재교육 자료의 주제로 적합하다. 자

료 개발을 위해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고,

선정한 내용을 STEAM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류한 내용을

토대로 2009 개정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10차시의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융합인재교육 자료는 학생들이 3D 카메라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3D 카메라, 사

진, 영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학

습한 지식을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하는 문제해결과정을 경

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발한 융합인재교육 자료는 학교 현

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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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프로그램 설명서, 유인물, 멀티미디어 자료를 작성하였다.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2학년 과학

영재 19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료를 이용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업 전, 후로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검사

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는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학습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한 지식 검사지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

기 위한 수업 평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지식 검사지는 수업 전,

후로 투입하여 데이터를 모으고,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수업 평가 설문지는 수업 후 검사를 실시하

여 데이터를 모으고,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학습 효과

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에게 학습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Z= 3.842, p< .001). 세부 영역에서

는 ‘눈(Z= 2.745, p= .006)’, ‘카메라(Z= 2.830, p= .005)’, ‘원근법(Z=

3.275, p= .001)’, ‘3D 기술(Z= 3.602, p< .001)’ 영역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빛(Z=

-0.686, p= .493)’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융합인재수업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업

내용’, ‘수업 방법’, ‘효과’, ‘수업 환경’, ‘수업 평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 학생이 긍정적인 의견에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수업과의 차이점(긍정: 63.2%, 중립: 26.3%, 부정:

10.5%)과 활동을 위한 시간(긍정: 47.4%, 중립: 21.1%,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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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을 묻는 문항에서는 상당수의 학생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

다. 서술형 문항 중 기존 수업과 차이를 묻는 문항에서는 ‘수업 주

제(79%)’, ‘수업 활동(79%)’이 기존 수업과 가장 다르게 느껴진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존 수업과 차이를 느끼는 이유로 다양한

교과의 융합, 직접 제작하는 활동, 쉽게 접하기 힘든 재료를 이유

로 대답하였다. 기존의 수업과 비교하여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좋았던 점으로 ‘주제(84%)’, ‘활동(47%)’, ‘재

료(21%)’가 기존 수업보다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좋지 않았던 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환경(74%)’, ‘난이도(21%)’가 기존 수업보다 좋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수업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는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3D 기술에 대한 흥미가 증진되고(37%), 활동을 추가로

수행하고 싶다(37%)고 답변하였다. 또한, 실생활로 문제를 확장하

고 싶다는 의견(16%)과 수업에 대한 만족(32%)이 의견이 있었다.

주요어 : 융합인재교육, STEAM 교육, 3D 카메라, 교육자료 개발,

과학 영재 교육, 시각

학 번 : 2013-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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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 사회는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의 생성과 소멸 속도가

빠른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 공학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

었고, 지식의 양이 방대해졌다. 하지만 성장의 부작용으로 윤리적 갈등,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불안전, 삶의 질 훼손,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별 분야의 지식으로는 해결하기 어

렵고, 여러 분야의 융합과 복잡하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접근 방식인 창조 경제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창조 경제는 2001년 John Howkin이 창의성과 경제학의 관계를 다

룬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써,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는 것

사이에서 새로운 결합과 관계를 형성하여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창조 경제는 통합, 상호작용, 지식 기반, 학문 간의 연계

를 강조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10). 창조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문 영

역을 넘나들며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김왕동, 2011). 이러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 없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의미 있게

결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재

천·주일우, 2007).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융합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S),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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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교

육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근에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STEM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

과가 단순히 통합된 형태가 아닌 문제 상황에서 과학, 수학의 내용을 기

반으로 기술, 공학적 문제해결과정을 적용하는 경험을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한다. 미국은 STEM 교육을 통해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여성과 소외 계층에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자본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민철,

2013). 영국의 경우 과학기술 인재 유입의 감소와 수학, 과학 교육의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과 혁신을 위한 투자 기본 방향 2004∼2014

(Science &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004∼2014)’을 발표하였

고, 융합교육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설정하여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재분 외, 2011). 핀란드의 경우 과학, 수학

교사의 부족 문제와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 어로 과학 (LUonnontieteet)과 수학 (MAtematiikka)의 줄인 말인

‘LUMA Joint National Action’이라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

해 과학과 수학의 융합 교육을 도입하고, 과학·수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1992년부터 ‘과학·수학·

기술교육위원회’ 와 ‘예술과학영재학교 (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를 설립하여 과학·예술·인문 영재를 기르기 위한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진수, 2012).

우리나라는 융합교육의 도입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에서 초·중등교육과정에 융합인재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발

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융합인재교육은 미국의 STEM 교육에

예술 (Art) 영역을 더하여 과학·기술과 감성, 예술성, 인문학적 상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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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 교과에 대한 낮은 흥미와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융합

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임유나, 2012).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융합인재교육의 학교 현장의

도입을 위해 융합인재교육 연구시범학교, 교사연구회, 첨단과학 교사연구

센터, STEAM R&E 과제, 과학·기술 인재 역량 강화 연구 등 다양한 방

면에서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김민철, 2013).

융합인재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과학 교육에서도 융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부족, 교육 현장의 도입에 어려

움, 해결책 논의 부족과 같은 문제 때문에 과학과 다른 교과의 통합된

형태의 교육은 어려움에 봉착해있다(손연아, 2009). 과학 교과와 다른 교

과가 통합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미술, 영어, 수학 교과와 통합된 프

로그램이 대부분이고(권영륜, 2011), 융합인재교육이 강조하는 과학과 기

술, 공학 교과와 융합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안재

홍·권난주, 2012). 또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대상은 초등학생에게 편중

되어 있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다

(권영륜, 2011). 그뿐만 아니라 과학 교과와 기술, 공학 분야 및 다양한

교과가 융합된 융합인재교육 교수 자료의 개발이 요구되지만, 개발된 교

수-학습 프로그램들은 과목 간의 융합이 부족하고 분절된 교수-학습 프

로그램이 대부분이다(양지혜·홍승호, 2014).

이러한 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융합인재교육의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금영충·배선아,

2012a).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융합인재교육의 도입을 위해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였다(한혜숙·

이화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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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 도입할 수 있고, 다양한 교과가 융

합된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자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지와 설문지를 통하여 학습 효과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 교육에서 융합인재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5 -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 분

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

험과 여러 교과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융합인재교

육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을 위한 ‘3D 카메라 만들기’의 융합인재교육

자료 개발

(1) ‘3D 카메라 만들기’와 관련된 학습 내용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2)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융합인재교육 자료 개발

2)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 적용

(1)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학습 효과

분석

(2)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에 대하여 학

생들이 가진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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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S 대학 영재교육원 소속 과학 영재 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수업의 효과를 과학 영재 학

생이 아닌 전체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2) 본 연구에서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이용한 수업 적용 연구는 통제

집단 없이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통제 집단

을 설정하여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3) 본 연구에서 수업 적용은 단기간(2일 동안 9차시)동안 진행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

였다. 추후 수업 적용의 기간을 늘려서 수업한 후,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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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통합교육과정

1) 통합교육과정의 정의

통합은 통합하고자 하는 대상을 결합이나 연결하여 대상이 지니고 있

지 않은 새로운 총체성(wholeness)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은

교과, 학문, 지식 등과 같이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학습의

대상을 의미한다. 통합교육과정은 새로운 총체성을 만드는 통합과 학습

의 대상인 교육과정을 합쳐 ‘여러 교과의 교육과정이 통합되면서 교육과

정이 가지고 있지 못한 총체성을 생성하는 교육과정’을 뜻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성상 총체성을 강조하기 힘들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을 다른 교과 간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여 그 안에서 새로

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낙원 (2005)은 통합교육과정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말하였

다. 첫째, 통합교육과정은 교과 간의 경계를 강조하지 않는다. 통합교육

과정은 교과 간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강

조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분절된 교과가 아닌 교과 간의

경계 없이 교과의 통합을 강조한다. 둘째, 통합교육과정은 실생활적 접근

을 강조한다. 통합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생활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배

운 지식을 문제에 적용하여 지식을 왜 배워야하는지와 지식이 어떻게 활

용되는지 배우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학습과제, 프로젝트, 주제 등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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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개발에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나 학습 과제

를 직접 선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과 경험을 스스로 통

합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생들의 흥

미와 자기 성취감,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통합교육

과정의 평가는 단편적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아동의 성장 과정 그 자체를 강조한다. 통합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

표는 성장과 발달을 통한 인격의 통합과정이다(권낙원, 2005).

2)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

Jacobs (1989)는 통합교육과정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말하

였다. 첫째, 통합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의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식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의

선정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통합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직업, 사회,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교과 간의 통합된 내용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둘째, 통합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편성이 가능하다. 통합교육

과정은 실생활과 관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이용하여 학습하게 되므로 학습에 대한 흥미가 반

영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통합교육과정은 교과 간의 상호관련성

을 높일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은 무작위적 교과 간의 통합이 아닌 주제

에 따른 상호 관련성이 있는 교과 간의 통합을 강조한다. 넷째, 통합교육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문제는 개별적인 교과의 지식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가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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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과정을 통해 현대 사

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Drake (1993)는 통합교육과정이 교과들 속에 포함된 관련성의 발견하

고, 교육과정 상에 중복된 내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교과

에서 다루는 내용을 실생활과 연관 지을 기회를 제공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시키고, 교과끼리 관련성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통합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의 측면만 아니라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의 측면까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서 분과적 교육과정이 아닌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가치 실현이 필요

하다(김대현·이은화·허은실·강진영, 1997).

3)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Ingram (1979)은 교육과정을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구조적

통합은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 접근은 교과나

학문을 병렬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전체성을 만드는 것이고, 질적 접근

은 교과나 학문을 융합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적 접근은 둘

이상의 교과나 학문을 하나의 교과로 통합하는 합산적 통합과 둘 이상의

교과를 하나의 공통 요소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기여적 통합이 있다.

질적 접근은 융합적 통합과 종합적 통합으로 나뉜다. 융합적 통합은

교과 간에 공통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포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종합적 통합은 개개의 교과나 학문, 공통 관심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공통 개념의 확인, 공유된 의미의 탐색, 현실에 대한 다른 접근의

해석, 앎에 대한 방식들의 비교, 다른 가치 판단에 대한 평가 등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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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다. 기능적 통합은 아동의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아동의

통합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다. 기능적 통합은 지식 자체

의 학습보다는 학습자의 통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통합을 강

조한다. 기능적 통합은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으로 분류된다. 내재적

접근은 학습자 자체로부터 통합이 유발되므로 학습자의 내적 동기와 흥

미, 통합의 경험, 탐구, 활동을 강조한다. 외재적 접근은 학습자의 사회적

맥락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Jacobs (1989)는 통합교육과정 유형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

째로 학문구조 형태는 교과나 학문의 통합 없이, 학문별로 구분되는 교

과를 가르치는 형태이다. 따라서 다른 학문과의 관련성을 학습하지 않으

므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육 형태이지만,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다. 두 번째로 학문 병렬 형태는 서로 다른 학문에서 같은

영역이 있을 때 교사가 계열화하여 가르치는 형태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바뀌지 않고, 제시되는 순서를 바꾸는 통합이다. 학문 병렬 형태

는 절차가 쉽지만, 교과 간의 심층적인 통합을 이루기는 힘들다. 세 번째

로 다학문 형태는 특정한 주제나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선정하여

구성하는 통합이다. 네 번째로 간학문적 형태는 서로 다른 교과를 통합

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개별 학문이나 교과의 관점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다섯 번째로 통합 일과 형태는 아동

의 관심에 따라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형태이다. 통합 일과

형태는 아동의 관심에 초점을 두므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합하

다. 또한, 인위적인 시간표가 없고 학생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이 계획

되므로 교사의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

로 완전 프로그램 형태는 가장 극단적인 간학문적 접근이다.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서 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과정을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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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ke (2007)는 통합의 범주와 접근 방법을 정의하고, 학문 간의 경계

에 따라 통합 교육과정을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탈학문적 통합

으로 분류하였다. 다학문적 통합은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개별 학문을 다

룬다. 따라서 주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형태이다. 간학문적

통합은 여러 분야의 교과 중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접근 방

식이다. 각각의 교과에서 공통된 교과 내용을 묶으므로 각각의 교과 내

용에서 일부 내용을 추출하여 묶는 방법을 의미한다. 탈학문적 통합은

사회 문제나 기능 등 학문 외적 문제를 주제로 다루며, 교과의 분야별

기능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주로 프로젝트 학습에 적합한 수업

방법이지만, 교사의 연수와 교육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김진수, 2012).

4) 과학교육과 통합교육과정의 역사

과학교육을 통합교육과정 형태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1차 교육과정

기부터 시작하여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수요목기에는

교과 중심의 분과적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1, 2차 교육과정기부

터 지식 내용과 경험, 생활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3차

교육과정기부터는 교육과정상에서 통합교육과정을 강조한다. 교과 간, 지

식의 개념적 통합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사이의 통합 형태를

보인다. 4, 5, 6차기에는 지식 내용과 개인 및 사회의 가치와의 통합의

형태를 보인다. STS 교육이 대두하고, STS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루

어졌다. 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지식, 탐구방법과 사회문제

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창의적 융합인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융합인재교육을 도입하여 창

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손연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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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M 교육

1) STEM 교육의 목적

STEM이란 용어는 1990년대 미국과학재단의 연구원이 처음 사용한 말

로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교육 분야에서 STEM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STEM 교육은 미국이 직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통합 교육의 하나로써,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과 간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이러한 STEM 교육이

교육 정책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육 현장에 활발히 도입되기 시작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낮은 수학과 과학 성취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다. 지난 10여 년간 국제 비교에서뿐만 아니라 국

내에서도 미국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가 지속해서 하락하였다. 특히 2003

년과 2006년,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주관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인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미국 학생들의 수학과 과

학 성취도가 다른 선진국 청소년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낮은 학업성

취도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낮은 학업성취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EM 교육이 도입되었다. 미국은 STEM 교육을 통해

수학과 과학 성취도의 향상과 과학, 기술 분야의 흥미를 증진하고자 교

육 현장에 도입되었다.

둘째, 산업과 교육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인력 자원의 부족

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공계열에 대하여 학생들의 등록률과 전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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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줄어들어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EM 교육을 도입하고, 이공계 분야

에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처럼 미국은 경제와 교육의 국가 경쟁력 유지, 이공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STEM 교육을 활발히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김민철,

2013).

2) STEM 교육의 효과

STEM 교육 전문가들은 STEM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술과 공학

의 문제해결 과정과 과학,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고, 실생활과 연

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범익과 박양숙 (2013)은 STEM 교육의 효과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실생활 문제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 과학, 수학

지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과학, 수

학 교과 영역에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진로

개발 능력 등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

였다. 하지만 통합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부담과 통합교육과정의 전

문성의 부족, 통합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때문에 STEM 교

육의 교육 현장에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과 산업의 지

원을 통해 STEM 교육의 발전과 학교 현장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박범익·박양숙, 2013).



- 14 -

3) STEM 교육의 동향

미국에서 STEM 교육의 도입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STEM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기술과 공학을 통합하여 수학,

과학과 같은 교과목을 혁신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단순히 학문

간의 통합 형태가 아니라 기술·공학적인 맥락의 문제를 연구 계획, 설계,

제작 및 평가하여 해결하는 과정에 과학과 수학의 원리 및 과정을 융합

하는 방식을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STEM 교육의 도입을 위해 STEM 중점 영재학교, STEM 융

합학교, STEM 직업 기술교육 학교, STEM 종합학교와 같은 학교를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자

본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STEM 교육의 표준 정립과 편향성의 문제,

STEM 교사 부족, STEM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에 대한 문제점에 봉착

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이춘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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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인재교육

1) 융합인재교육의 등장 배경

융합인재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었

다. 교육적 요구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이 낮은 수치를 기

록함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2011년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와 2012년 PISA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

였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인식과 관련된 문항에서 긍정적

인 답을 한 학생은 국제 평균값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

다. 과학에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정의적 영역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주도로 학교 현장에 융합인재교

육이 도입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은 미국의 STEM 교육에 예술과 인문

학을 융합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융합 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이다.

융합인재교육의 사회적 요구는 융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융합

인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현대 사회는 지식의 생성,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과 공학 영역은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현대 사회에 필

요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 융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적시교육(just in time

education)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일 교과를 이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일 교과 중심의 수업은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끄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써 부족하다(최

정훈, 201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융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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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대두하였다. 융합인재교육은 여러 교과가 융합된 통합교육을 우

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융합인재교육은 실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수업에 활용하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제를 제공한다. 융합인재교육을 통하여

과학, 기술, 공학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융합

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양성을 양성하고자 한다(교육과학기술

부, 2012).

2) 융합인재교육의 정의

백윤수 외 (2011)는 “융합인재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내용을 창

의적 설계 (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 (Emotional Touch)으로 경험

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박범익과

박양숙 (2013)은 “융합인재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

를 높이고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 (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

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진수 (2012)는 “STEAM 교육

이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과목 또는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침

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력을 높이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소양과 실생활의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융합인재교육은 융합적 사고

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교육,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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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정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융합인재교육의 목적

융합인재교육은 미국과 영국에서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STEM 교육에

예술 (Art) 영역을 더한 것이다. 여기서 예술 영역은 단순히 미술과 음악

과목으로 보는 것이 아닌 미술(Fine arts), 언어(Language arts), 인문학

(Liberal arts), 체육(Physical arts), 실과(Practical arts)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은 예술에서 가장 폭넓고 중요한 영역이며, 언어는

국어 시간 등에 하는 발표, 토의 등의 의사소통 영역을 의미한다. 인문학

은 역사, 사회, 지리 등의 영역을 의미하며, 체육은 신체로 표현하는 예

술 영역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과는 초등학교의 실과였지만 확장되

어 지금은 기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STEM 교육에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예술 영역을 융합함으로써 수학·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상승뿐만 아니라 감성과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김진수, 2012).

하지만 초기에 개발된 융합인재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융합이

목적이 되면서 주제를 학습하는 데 수업에 필요 없는 ‘노래 부르기’, ‘악

기 연주’, ‘그림 활동’, ‘디자인 삽입’과 같은 활동이 수업에 포함되었다(안

동순,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합인재교육은 다음과 같

은 점을 고려해서 학교 현장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과목의 융합은

교육 패러다임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 모든

교과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나 수업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교과나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둘째, 단순히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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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고 융합할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이 개별의 지식으로만 학습

한다면 융합적 소양을 증진할 기회를 충분히 경험할 수 없다. 마지막으

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미래 사

회를 나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은 지식의 암기가 아닌 지식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은 실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를 활용

하여 수업 내용을 왜 배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학생 스스로 설

계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생활 속 문

제해결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백윤수 외,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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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선행 연구

융합인재교육의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융합

인재교육에 대한 연구는 기술교육 연구진과 과학교육 연구진을 중심으로

융합인재교육의 기초 연구와 모형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강희선·서

혜애, 2013).

백윤수 외 (2012b)는 융합인재교육 실행방향 정립을 위해 STEM 및

STEAM 관련 문헌 분석과 기초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융합인재교

육의 철학, 개념, 방향, 목표 정립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백윤수 외

(2012a)는 융합인재교육의 구성 요소와 그 하위 개념 요소들에 대해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융합인재교육 수업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수업 준거 틀을 개발하였다. 백윤수 외 (2011)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

게 STEAM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형 융합인재교육으로

4C-STEAM 유형을 제안하였다. 김성원·정영란·우애자·이현주 (2012)는

과학 교사와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융합인재교육

모델로 Ewha-STEAM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진수 (2011)는 융합인재교

육에 대한 이론의 정립, 교육 모형,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방법이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수업 자료 개발의 준거로 융합인재교육 큐빅 모형

을 제안하였다. 최유현 외 (2012)는 문헌고찰, 델파이 연구를 통해 창의적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모형을 제안하였다. 김방희

와 김진수 (2013)는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의 양적 지원 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므로 융합인재교

육의 질적 재고를 위해 융합인재교육 PCK 유형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융합인재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다양한 교과, 교수-

방법을 접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기열, 김종승, 이창훈, 허혜연, 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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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3b)는 Scratc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

의 수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김기열·김종승·이창훈·

허혜연·김기수 (2013a)는 코드를 주제로 초등학생의 대상으로 융합인재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창의적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창의적 성향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윤마병과 홍재영

(201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 내용을 융합한 실험-실습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 캠프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융합인재교육

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실험-실습 수업에 대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

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지희와 신동희 (2012)는 첨단 과학기술과 미

래 사회, 창의적 IT 융합 교수법, GIS/ICT 활용 교수법, 융합형 수학 교

육과정, 생태 환경과 문학을 주제로 융합인재교육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송정범과 이태욱 (2011)은 교육용 로봇과 프로그래밍을 주제

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

로그램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적용하여 창의적 인성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승우·백종일·이정곤

(2013)은 ‘앵그리버드 게임’ 을 이용하여 수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수업

으로 적용한 결과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증진된 것을 확인하였다.

임하리와 강인애 (2012)는 융합인재교육과 박물관 교육의 관련성을 분석

하고, 융합인재교육과 박물관 교육을 연계시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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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성희 (2012)는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환경 소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이해, 행동, 태도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유제정과 이길재 (2013)는 임채성 (2007)의 뇌 기반 과학 교수 학

습 모형을 접목한 뇌 기반 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정의하였다.

또한, 모형을 이용하여 생명과학을 주제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일반 초등학생과 과학영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정서 지

능 차이를 검사하여 수업 전, 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생긴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영미와 홍승호 (2013)는 초등과학 ‘작은 생물의 세

계’ 내용을 중점으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을 적용하였다. 수업을 통해 학

생들의 과학 지식, 과학 탐구 능력,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변화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를 시행한 결과 과학 지식, 과학에 대한 정

의적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탐구능력은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 교수-학습 모형

을 기반으로 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는 연구

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한 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분석한 논문도 이루어졌

다. 분석한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재홍

과 권난주 (2012)는 과학 교과와 다른 교과와 융합 및 통합된 논문을 분

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기술·공학과 융합된 논문은 3편(2.7 %)에 불구하

였다. 비록 2000∼2011년도에 한국 과학교육학회지와 한국 초등과학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이지만, 과학과 기술·공학 분야의

다양한 접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권영륜 (2011)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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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학술지와 석·박사학위 논문 중 과학 교과와 통합이 이루어진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술 교과가 35개(24%)가 가

장 많았고, 영어 교과와 통합된 사례가 22개(15%), 수학이 17개(12%)였

다(전체 교수-학습 프로그램 146개). 따라서 과학 교과와 미술, 영어, 수

학 교과가 통합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50%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반

면에 공학 교과와 통합된 프로그램은 7개(5%), 기술 교과와 통합된 프로

그램은 4개(3%)뿐이었다. 이처럼 융합인재교육에서는 과학 교과와 기술/

공학 교과와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권영

륜 (2011)의 연구를 토대로 과학 교과와 연계된 통합교육 교수-학습프로

그램의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 총 146개의 교수-학습

프로그램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107개(7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17개(12%),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22개(15%)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D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선행 연구도 이루

어졌다. 금영충과 배선아 (2012b)는 ‘3D 입체 이미지 만들기’ 와 ‘QR코드’

를 주제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적용하여 기술적 태도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기술적 태도 일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사용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고, 학생들이 단순히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하였다. 따

라서 융합인재교육에서 강조하는 교과 간의 융합과 문제 해결을 경험하

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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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혜 (2013)는 ‘3D 카메라’를 주제로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이용한 교

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과학영재에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

용한 수업을 적용하였다. 수업 적용을 통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과학탐

구능력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과학탐구능력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럴 뿐

만 아니라 교수-학습프로그램에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적용되어서 일반

학교에 적용하기 힘들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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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 및 선행 연구 고찰

↓

융합인재교육 자료의 주제 선정

↓

교육 과정 분석 및 자료 개발

↓

검사 도구 개발

↓

전문가 집단 검증 및 수정

↓

사전 검사 실시

↓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이용한 수업 실시

↓

사후 검사

↓

결과 분석 및 정리

<그림 Ⅲ-1> 연구 절차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을 위한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개발하

고,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이용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Ⅲ-1>과 같은 절차에 의해 연구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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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을 위한 ‘3D 카메라 만들기’

의 융합인재교육 자료 개발

1) 주제 선정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해설서,

전문 도서를 조사하고, 기존에 개발된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3D 카메라 만들기’ 를 융합인재교육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교과를 융합할 수 있는 주제이다. ‘3D 카메라 만들기’는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 생물 영역의 ‘자극과 반응’ 단원에서 다루는 시

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시각’ 은 다양한 교

과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아서 여러 교과가 융합할 수 있는 주제이다. 생

물 교과에서는 ‘눈의 구조’ 와 ‘눈의 조절 및 기능’ 과 같이 ‘시각’ 과 관련

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시각의 인지 과정’ 에서 중요한 내용인 ‘빛

의 성질’ 은 물리와 미술 교과에서 다루고 있다. ‘눈’ 과 비슷한 구조와 원

리를 가진 ‘카메라’ 는 물리, 기술, 미술 과목 등 다양한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색의 인지’ 와 관련된 내용은 생물뿐만 아

니라 기술, 미술에서 다루고 있다. ‘3D 기술’ 에서 중요한 ‘입체감’ 은 생

물 교과에서 ‘양안 시차’, 기술 교과에서 ‘융합 기술’, 미술 교과에서 ‘착

시’, ‘원근법’, 수학에서 ‘비례’, ‘비율’, ‘각도’ 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이

와 같이 ‘3D 카메라 만들기’ 는 다양한 교과와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3D 카메라 만들기’ 는 생물 영역에서 다루는 ‘시각’을 비롯하여, ‘카메라’,

‘빛’, ‘입체감’, ‘색’, ‘3D’ 와 같이 다양한 교과의 내용을 융합하여 자료를

구성할 수 있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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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이다. 카메라는 디지털카메

라, DSLR, 스마트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사용하는 도구이다.

3D 기술은 예술, 게임/애니메이션, 건축, 교육,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카메라와 3D 기술이 포함된 ‘3D

카메라 만들기’ 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이다. 이

와 같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활동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D 카메라 만들기’를 융합인재교육 자료의 주제로 선정

하였다.

셋째, 학생들에게 문제해결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

해 3D의 인지 원리를 이해하고, 3D 카메라, 3D 사진, 동영상, 디스플레

이를 설계 및 제작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지

식을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3D 카메라 만들

기’ 는 기술 교과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에서 강조하는 표현까지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3D 카메라 만들기’ 는 다양한 교과의 융합, 실생활과 연관

성, 문제해결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융합인재교육의 목적과 일치

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융합인재교육 자료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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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카메라 만들기’와 관련된 학습 내용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주제를 선정한 후, ‘3D 카메라 만들기’ 라는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

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내용을 STEAM 영역에 맞게 분류하였다. 분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이용하여 교육과정

과 관련 있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3D 카메라 만들기’ 주제가

어떠한 과목, 단원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교사용

지도서는 <표 Ⅲ-1>과 같다.

지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초등학교 수학 1-1 한국과학창의재단 (주) 천재교육 2013

초등학교 수학 2-1 한국과학창의재단 (주) 천재교육 2013

초등학교 수학 3-1 한국과학창의재단 (주) 천재교육 2014

초등학교 수학 4-1 한국과학창의재단 (주) 천재교육 2014

초등학교 미술 3∼4 이은적 외 6인 (주) 금성출판사 2013

초등학교 과학 4-2 교육과학기술부 (주) 천재교육 2014

중학교 과학 1 이문원 외 12인 (주) 금성출판사 2013

중학교 과학 2 이문원 외 12인 (주) 금성출판사 2014

중학교 국어 3∼4 남미영 외 17인 (주) 교학사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조강영 외 13인 (주) 금성출판사 2013

중학교 기술·가정 2 조강영 외 13인 (주) 금성출판사 2013

중학교 미술 이주연 외 5인 (주) 금성출판사 2013

고등학교 과학 안태인 외 11인 (주) 금성출판사 2011

고등학교 기술·가정 조강영 외 11인 (주) 금성출판사 2014

고등학교 물리 Ⅰ 김영민 외 7인 (주) 교학사 2011

고등학교 물리 Ⅱ 김영민 외 7인 (주) 교학사 2011

고등학교 미술 문화 이주연 외 2인 (주) 금성출판사 2014

고등학교 미술 창작 노영자 외 3인 (주) 금성출판사 2014

<표 Ⅲ-1> 교육과정 분석에 사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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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융합인재교육 자료 개발

교육과정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10차시의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작성

하였다. 자료는 각 차시별로 가르칠 수업 내용과 수업 활동에 관한 설명,

관련 교육과정, STEAM 영역, 수업에 활용하는 자료가 포함되도록 작성

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 적용을 위해 차시별 지도안,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유인물, 기기와 프로그램의 사

용법을 설명한 프로그램 설명서, 수업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도 작성하

였다. 개발한 자료는 생물교육 전공 교수 1인, 생물교육 전공 박사과정 1

인, 생물교육 전공 석사과정 5인에게 검증을 받고,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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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

적용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의 A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소속 중

학교 2학년 과학 영재 학생1) 20명(남학생 6명, 여학생 14명) 중 수업과

검사에 모두 참여한 19명(남학생 6명, 여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연구 대상은 대조군이 없는 단일 실험 집단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통제 집단이 없는 실험을 설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 학생

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전체 초, 중등학생 대비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영재 학생은 전체 학생의 1.88%에 불과하다(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2014).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생물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배우는 생물 분야 과학 영재 학생이다. 전체 학생 중 생물을 중점으로

영재 교육을 받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전체 학생 중에서 극소수이다.

따라서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기에는 실험집단의 표본 수가

적다. 본 연구에서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은

A 대학 과학영재교육원 생물분과 수업의 일부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수

업에 참여하는 학생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20명

을 실험 집단 10명, 통제 집단 10명으로 나누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어

단일 실험 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집단이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학생이라는 특징을 가

1) 연구 대상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 시내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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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때문이다. 실험 집단은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는

학생이고, ‘3D 카메라 만들기’ 자료를 이용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은 영재

교육원 수업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상 통제 집단을

구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영재 학생의 특수성, 집단의 수, 수업이 영재교육원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는 점 때문에 통제 집단을 선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 대

상을 단일 집단의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 19명으로 설정하였다. 영재교

육원 학생이 총 20명이지만, 1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1명의

학생이 모든 검사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개발한 자료를 이용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학습 효과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

고자 한다.

실험 처치는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D 카메라 만들기’

를 주제로 제작된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이용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전, 후로 난이도와 문항, 평가 영역이 일치하게 구성된 지식 검사지 1, 2

를 25분 동안 실시하였고, 수업 후 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설문지

를 10분간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는 <그림 Ⅲ-2>와 같다.

수업 집단 (n=19) Ｏ1 Ｘ Ｏ2 Ｏ3

Ｏ1 : 지식 검사지 1 (25분)
Ｘ : ‘3D 카메라 만들기’ 자료를 이용한 수업 처치(9차시)
Ｏ2 : 지식 검사지 2 (25분)
Ｏ3 : 융합 교육 자료에 대한 학생 의견 설문지 (10분)

<그림 Ⅲ-2>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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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처치

‘3D 카메라 만들기’ 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은 서울특별시 소

재의 A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생물분과의 수업의 일부로 실시하

였다. 수업은 1차시를 50분 진행하였고, 총 9차시를 진행하였다. 2014년

8월 5일 3차시, 2014년 8월 7일 6차시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1, 2

차시에는 3D 카메라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는 수업을 진

행하였다. 1차시에서는 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소 눈 해부 실험을

진행하였다. 소 눈 해부 실험을 통해 눈을 이루고 있는 기관을 분류하고,

역할을 예측해보았다. 2차시에서는 눈의 조절 작용과 빛의 성질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카메라의 구조와 원리를 눈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전 차시에 배운 내용인 눈의 구조를 통해 카메라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D 기술이 활용되고 있

는 분야를 알아볼 수 있도록 수업을 하였다. 1, 2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앞

으로 수행할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눈, 빛, 카메라)을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3차시에서는 색 필터를 이용하여 빛의 반사와 색의 인지 원리를 적용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색 필터를 이용하여 한 가지 색의 상을 바라보

는 방법과 양쪽 눈에 다른 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활동을 통해 빛의 반사와 색의 인지, 시세포의 개념을 연결하여 이해하

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색 필터를 이용하여 적청 (Anaglyph) 방식의 3D

사진을 관찰하였다. 관찰을 통해 적청 방식의 3D 사진의 원리와 두 눈을

통해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4차시에서는 우리가 물체를 바라볼 때와 카메라로 같은 물체를 찍은



- 32 -

사진을 보았을 때 생기는 차이에 대해 고민해보고,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또한, 입체감이 느껴지는 원리에

대해 고민해보고, 학생들이 1∼3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입체감

이 느껴지는 3D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3D 카메라를 설계하도록

하였다.

5, 6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3D 카메라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다. 5차시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적청 안경을 제작하고, 4차시에서 설

계한 3D 카메라를 웹캠과 노트북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다.

3D 카메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양안시차와 3D 카메라의 구조

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6차시에서는 제작한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적청 방식의 3D 사진을 만들었다. 3D 사진을 제

작하는 데 필요한 3D 사진 제작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적청 방식의

3D 사진을 만들도록 하였다. 수업을 통해 양안시차와 시각의 인지 과정

을 3D 카메라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였다. 5, 6차시에

서는 학생들이 3D 카메라의 제작 방법을 고민해보고, 제작해가는 과정에

서 답을 찾아가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7, 8차시에서는 3D 단편 영화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7차시에는

학생들이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학습하도록 하였

다. 또한, 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관찰하면서 적청 방식과 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직접 제

작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8차시에는 학생들은 3D 단편 영화 제작을 위해

스토리보드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편광

방식의 3D 단편 영화를 제작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3D 단

편 영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상영하고,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어

떻게 적용하였는지 발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근법의 원리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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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근법과 3D와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7, 8차시에는 편광 방식의 3D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과 내용을 학습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9차시에서는 가상현실 안경 (Head Mounted Display; HMD)의 원리를

설명하고, HMD의 한 종류인 카드보드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카드보드를

통해 3D 동영상과 가상현실을 체험해보았다. 또한, 카드보드를 이용하여

3D의 원리와 다양한 3D 디스플레이의 원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차시별로 수업 주제와 자세한 수업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차시 주제 수업 활동

1차시 ⦁ 눈의구조 - 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소 눈 해부 실험

2차시
⦁ 카메라와눈의
구조

- 눈의 조절 작용과 빛의 성질 조사하기
- 카메라의 구조와 원리 탐색하기
- 3D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조사하기

3차시 ⦁ 3D영상의원리
- 색 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색 물체 관찰하기
- 색 필터를 이용하여 양쪽 눈에 다른 상 관찰하기
- 색 필터를 이용하여 적청 (Anaglyph) 방식 3D 사진
관찰하기

4차시 ⦁ 3D카메라설계
- 토의하기(실제 상과 사진을 통해 보는 상을 볼 때

입체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 3D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3D 카메라를
설계하기

5차시 ⦁ 3D카메라제작 - 적청 안경 만들기
- 설계한 3D 카메라를 제작하기

6차시
⦁ 적청방식의3D
사진제작

- 제작한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적청 방식의 3D 사진을
만들기
- 토의하기(양안시차와 3D 카메라의 연관성)

7차시
⦁ 입체감에영향을
주는요인

-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사하기
- 적청 방식과 편광 방식의 3D 사진 비교하기
- 편광 방식의 3D 사진 만들기

8차시
⦁ 스토리보드와3D
단편영화

- 3D 단편 영화를 위한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편광방식의 3D 단편 영화
만들기
- 원근법을 적용한 작품 관찰하기

9차시
⦁ 카드보드와3D
디스플레이

- 다양한 3D 디스플레이의 종류를 조사하기
- 카드보드 만들기

<표 Ⅲ-2>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 처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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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도구

검사 도구는 ‘3D 카메라 만들기’ 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의 학습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한 지식 검사지와 ‘3D 카메라 만들기’ 를 주제로 한 융

합인재교육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수업 평가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1) 지식 검사지

지식 검사지는 융합인재교육 자료의 주제인 ‘3D 카메라 만들기’의 내

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지식 검사지는 객관식 2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눈’, ‘카메라’, ‘빛’, ‘원근법’, ‘3D 기술’이라는 5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문항을 작성하였다. 검사지의 영역과 그에 따른 문항

수는 <표 Ⅲ-3>과 같다. 검사 문항은 학생 응답에 대한 정답과 오답 여

부에 따라서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수

업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

검사지 1, 2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지식 검사지 1, 2는 평가 영역, 문항

구성, 문항 수, 난이도를 같도록 구성하였다. 지식 검사지의 시험 시간은

수정 및 검토를 통해 25분으로 선정하였다(부록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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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문항 수

눈

눈의 구조 3

시각의 전달 과정 2

눈의 조절 3

양안 시차 1

카메라 카메라 2

빛

빛의 성질 3

렌즈 3

색 4

원근법 원근법 4

3D기술 3D 기술 4

계 29

<표 Ⅲ-3> ‘지식 검사지’의 문항 구성

(2) 수업 평가 설문지

수업 평가 설문지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

기 위해서 작성한 검사 도구이다. 수업 평가 설문지는 객관식 21문항과

주관식 3문항을 작성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식 문항에서

20개의 문항은 리커트 식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작성된 문항으로써,

‘수업 내용’, ‘수업 방법’, ‘효과’, ‘수업 환경’, ‘수업 평가’ 5개의 영역에 각

각 4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객관식 1개의 문항은 기존 수업의 차이점

을 묻는 문항으로 10개의 보기 중 여러 개의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다

중선택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주관식 문항은 총 3문항으로써, 기존 수업

의 차이점을 묻는 다중선택 문항에서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하는 문

항과 기존의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을 서술

하는 문항, 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을 서술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 학생들이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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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예시를 넣어서 구성하였다. 수업 평가 설문지는 개념 검사지 2가

실시 된 이후에 10분간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영역

과 그에 따른 문항 수는 <표 Ⅲ-4>와 같다(부록 C).

문항 유형 영역(내용) 문항 수

객관식
(리커트 식)

수업 내용 4

수업 방법 4

효과 4

수업 환경 4

수업 평가 4

객관식
(다중선택)

기존의 수업과의 차이점 1

주관식

기존의 수업과의 차이점 1

기존의 수업에 비해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

1

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 1

계 24

<표 Ⅲ-4> ‘수업 평가 설문지’의 문항 구성

5)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이용한 수업의 학습 효과와 수업에 대

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 집단에 실시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한 이유는 사전, 사후 검사 결과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

기 때문이다2). ‘3D 카메라 만들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문항별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IBM사

의 SPSS statistics 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2) Normality test (Sharpiro-Wilk) : p=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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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반으로 작

성된 교사용 지도서, 전문 도서의 분석을 통하여 생명과학 내용을 중심

으로 10차시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효

과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자료를 이용하여 A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 속한 중학교 2학년 과학 영재 학생에게 수업을 실시

하였다. 사전, 사후에 지식 검사지를 이용하여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효과

를 관찰하였고, 수업 실시 후 수업 평가 설문지를 통하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1.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을 위한 ‘3D 카메라 만들기’

의 융합인재교육 자료 개발

1) ‘3D 카메라 만들기’와 관련된 학습 내용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3D 카메라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고, 융합인재교육 자료 작성

에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내용을 STEAM 영역에 맞게 분

류하였다. 분류한 내용 중 관련 있는 내용끼리 묶어서 분류하였다.

과학(Science) 영역에서는 ‘빛’, ‘눈’, ‘과학 기술’ 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빛’ 은 시각의 전달과정과 눈의 조절과정, 카메라의 원리, 3D 기술에서

빛의 성질(직진, 반사, 굴절)의 내용이 활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편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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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3D 기술에서 빛의 편광의 원리가 활용된다. 이처럼 ‘빛’ 에 대한 내

용은 ‘3D 카메라 만들기’ 에 포함된 활동을 위해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빛’ 에 빛의 성질(직진, 반사, 굴절, 편광)

과 빛의 성질과 관련된 렌즈를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눈의 구조와 시각의 전달 과정은 입체감을 느끼는 원리와 원근법, 3D

카메라, 3D 기술의 원리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3D

카메라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눈의 구조와 시각의 전달 과정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3D 카메라를 제작하는 활동에 학습한 지식을 직접 적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눈과 관련된 내용(눈의 구조와 기능, 시각의 전달 과

정)은 ‘3D 카메라 만들기’ 에 중요한 학습 내용이므로 ‘눈’ 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 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눈’, ‘빛’, ‘원근법’, ‘카메

라’)이 기술 · 공학적(3D 카메라, 3D 디스플레이)으로 어떻게 응용되는지

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내용은 융합인재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습

한 지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 을 ‘3D

카메라 만들기’와 관련된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기술(Technology) 영역에서는 ‘문제 해결’, ‘3D 기술’ 로 나누어 분류하

였다. 3D 카메라를 제작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생각한 방법을 구체화하

는 과정은 기술 교과에서 강조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과 창의적 발

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을 수업 내의 활동에 적

용하는 과정을 ‘문제 해결’ 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3D 기술’ 은 학생들이 제작하는 3D 카메라의 원리와 3D 카메라를 제

작하기 위해 활용되는 3D 사진 제작 프로그램, 카메라의 원리,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분류하였다.

공학(Engineering) 영역에서는 ‘3D 디스플레이’ 와 ‘증강 현실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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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Mounted Display)’ 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3D 디스플레이’ 는 3D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3D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분류하였다.

‘증강 현실 안경’ 은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직접 제작하고, 증강 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Google사의 카드보드(Cardboard) , 증강 현실, Head

Mounted Display(HMD) 에 대한 내용이 묶어서 분류하였다.

예술(Art) 영역에서는 ‘색’, ‘입체감’, ‘매체’, ‘영상 언어’ 로 나누어 분류

하였다. 색을 인지하는 원리는 적청 방식 3D 기술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적청 방식 3D 기술의 원리에 기초적인 내용인 색의 성

질과 색의 인지에 대한 내용을 ‘색’ 으로 분류하였다.

입체감을 평면에 구현하는 방법인 원근법은 3D 기술의 원리와 골자가

같다. 또한, 착시는 3D 기술을 통하여 인간이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주

요한 원리이다. 따라서 원근법과 착시를 ‘입체감’ 으로 묶어서 분류하였

다.

‘매체’ 는 3D 카메라의 구성 요소인 카메라의 조작 방법과 3D 카메라

를 통해 제작하는 다양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상 언어’는 학생들이 활동에서 만들게 되는 3D 단편 영

화의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작성법, 매체를 통한 표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분류하였다.

수학(Mathematics) 영역에서는 ‘측정’ 과 ‘비율’ 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측정’ 은 양안시차와 폭주 각과 관련된 각도와 길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도록 분류하였다. ‘비율’은 원근법과 양안시차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비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분류하였다. 분류한 결과는 <표 Ⅳ-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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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과학
(Science)

- 빛(빛의 직진, 반사, 굴절, 편광, 렌즈), 눈(눈의 구조와
기능, 시각의 전달 과정), 과학 기술

기술
(Technology)

- 문제 해결, 3D 기술(3D 카메라, 3D 사진 제작 프로그램,
컴퓨터, 카메라)

공학
(Engineering)

- 3D 디스플레이, 증강 현실 안경(Head Mounted
Display)

예술
(Art)

- 색, 입체감(원근법, 착시), 매체(카메라, 미디어), 영상
언어(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수학
(Mathematics)

- 측정(각도, 길이), 비율(비례)

<표 Ⅳ-1> ‘3D 카메라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의 STEAM 영역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류한 내용을 기반으로 2009 개정 교육

과정 해설서와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반으로 작성된 교사용 지도서를 분

석하였다. 과학 영역은 ‘빛’, ‘눈’, ‘과학 기술’ 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분석

하였다. ‘빛’ 과 관련된 내용은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에 모두 포

함되어 있다.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교과의 ‘거울과

그림자’ 단원에서 빛의 반사와 직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과학’ 교과의 ‘렌즈의 이용’ 단원에서 렌즈와 빛의 굴절에 대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의 ‘빛과 파동’ 단원에서는 물

체를 보는 원리, 빛의 삼원색, 색의 합성, 빛의 진행, 반사, 굴절 법칙을

다루고 있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물리Ⅰ’ 교과의 ‘소리와 빛’ 단원에서

영상장치가 색을 구현하는 원리를 다루고 있다. ‘물리Ⅱ’ 교과의 ‘빛의 이

용’ 단원에서는 편광의 원리에 다루고 있다.

‘눈’ 과 관련된 내용도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에 모두 다루고

있었다.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교과의 ‘우리 몸의



- 41 -

구조와 기능’ 단원에서 눈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고, 중학교 2학년 ‘과

학’ 교과의 ‘자극과 반응’ 단원에서는 눈의 구조와 기능, 눈의 조절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의 ‘정보의 저

장과 활용’ 단원에서 시각의 전달과정과 시세포, 색의 인지에 대해 다루

고 있다.

‘과학 기술’ 과 관련된 내용은 공통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었다.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의 ‘과학과 인류 문명’ 단원에서

과학의 개념과 원리가 과학 외의 교과에 활용되는 내용과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과학 기술, 통합 과학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기술·공학 영역에서는 ‘문제 해결’ 과 ‘3D 기술’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제 해결’ 과 관련된 내용은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에서 다루

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실과’ 교과의 ‘생활과 기술’ 의

단원에서 창의적으로 물건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기술과 발명’ 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발명품을 만드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기

술·가정’ 교과의 ‘기술 혁신과 설계’ 단원에서 공학 설계의 정의와 수행에

대한 내용, ‘미래 기술과 사회’ 단원에서 융합적 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다

루고 있다.

‘3D 기술’ 도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실과’ 교과의 ‘생활과 정보’ 단원에서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정보와 통신 기술’ 단원에서 미디어의 하나로 3D 기

술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고, ‘생명 기술과 미래의 기술’ 단원에

서 문화 기술의 한 종류로서 3D 입체 영상 기술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 교과의 ‘미래 기술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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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에서 문화 기술의 예로 3D 입체 영상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술 영역에서는 ‘색’, ‘입체감’, ‘매체’, ‘영상 언어’ 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색’ 은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과의 ‘조형 요소와 원리’ 단원

에서 색의 종류와 느낌에 대해 다루고 있고,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교

과의 ‘조형 요소와 원리’ 단원에서 색의 속성과 혼합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었다. 또한, 중학교 ‘미술’ 교과의 ‘조형요소와 원리’ 단원에서 색의

혼합, 대비, 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문화’

교과의 ‘판단과 활용’ 단원에서 빛과 색채의 관계, 색채론에 대해 다루고

있고, ‘미술 창작’ 교과의 ‘평면 표현’ 단원에서 색의 느낌과 성질, 색상과

색조, 색채 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입체감’ 도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다. ‘입체감’

은 중학교 ‘미술’ 교과의 ‘주제 표현’ 단원에서 원근법의 종류와 원리, 원

근법을 이용한 예술작품, 옵아트와 착시를 다루고 있다. 선택 교육과정에

서는 ‘미술 문화’ 교과의 ‘판단과 활용’ 단원에서 서양과 동양의 공간표현,

원근법에 대해 다루고 있고, ‘미술 창작’ 교과의 ‘평면 표현’ 단원에서 공

간감, 거리감, 원근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매체’ 는 ‘색’ 과 마찬가지로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에 모두 다

루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교과의 ‘표현

방법’ 단원에서 카메라의 구조, 사용법, 사진을 통한 주제 표현에 대해 다

루고 있고, 중학교 ‘미술’ 교과의 ‘표현 방법’ 단원에서 카메라의 원리, 사

진의 표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문화’ 교과의

‘미술과 통합’ 단원에서 과학이 미술과 결합한 사례와 ‘판단과 활용’ 단원

에서 사진의 특징과 카메라의 특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미술 창

작’ 교과의 ‘매체의 확장’ 단원에서 사진과 미술과의 관계, 사진의 다양한



- 43 -

이용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영상 언어’ 는 공통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영상 언어’ 는 중학교

‘국어 3’ 교과의 ‘창작의 즐거움’ 단원에서 영상 언어의 특성과 자신의 경

험이나 사회적 사건을 영상으로 꾸며보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수학 영역에서는 ‘측정’ 과 ‘비율’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측정’ 과 ‘비율’

모두 공통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었다. ‘측정’ 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교과의 ‘길이’ 단원에서 길이의 단위를 이해하고, 측정에 대한 내용을 다

루고 있고, ‘각도’ 단원에서 각도의 단위와 각도의 측정에 대해 다루고 있

다. ‘비율’ 은 ‘규칙과 대응’, ‘비와 비율’ 단원에서 비율의 개념을 설명한

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교과의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 비

례식을 세우고 해결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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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일반 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Ÿ 빛
(빛의 성질, 렌즈)

Ÿ 물질과 에너지 (과학)

- 거울과 그림자 (3∼4학년)
- 렌즈의 이용 (5∼6학년)

Ÿ 물질과 에너지 (과학)

- 빛과 파동

Ÿ 정보와 통신 (물리Ⅰ)

- 소리와 빛

Ÿ 파동과 빛 (물리Ⅱ)

- 빛의 이용

Ÿ 눈
(눈의 구조와 기능,
시각의 전달 과정)

Ÿ 생명과 지구 (과학)

-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5∼6학년)

Ÿ 생명과 지구 (과학)

- 자극과 반응

Ÿ 정보통신과 신소재 (과학)

- 정보의 저장과 활용

Ÿ 과학 기술 Ÿ 과학과 인류 문명 (과학)

기술
·

공학

Ÿ 문제 해결
Ÿ 기술의 세계 (실과)

- 생활 기술

Ÿ 기술과 발명 (기술· 가정)

- 문제해결과 발명

Ÿ 기술 혁신과 설계

(기술· 가정)

- 기술 혁신과 발명

Ÿ 미래 기술과 사회

(기술· 가정)

- 융합적 문제 해결 체험 활동

Ÿ 3D 기술
(3D 카메라, 제작
프로그램, 컴퓨터,
카메라)

Ÿ 기술의 세계 (실과)

- 생활과 정보

Ÿ 정보와 통신 기술
(기술· 가정)

- 정보 통신 기술의 세계

Ÿ 생명 기술과 미래기술
(기술· 가정)

- 미래 기술과 통합 체험 활동

Ÿ 미래 기술과 사회
(기술· 가정)

- 미래 기술의 세계

<표 Ⅳ-2> ‘3D 카메라 만들기’와 관련된 학습 내용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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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일반 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예술

Ÿ 색
Ÿ 표현 (미술)

- 조형 요소와 원리(3∼4,
5∼6학년)

Ÿ 표현 (미술)

- 조형 요소와 원리

Ÿ 미술의 감상 (미술 문화)

- 판단과 활용

Ÿ 매체와 표현 (미술 창작)

- 평면 표현

Ÿ 입체감
(원근법, 착시)

Ÿ 표현 (미술)

- 주제 표현

Ÿ 미술의 감상 (미술 문화)

- 판단과 활용

Ÿ 매체와 표현 (미술 창작)

- 평면 표현

Ÿ 매체
(카메라, 미디어)

Ÿ 표현 (미술)

- 표현 방법(5∼6학년)

Ÿ 표현 (미술)

- 표현 방법

Ÿ 미술의 확장 (미술 문화)

- 미술과 통합
- 판단과 활용

Ÿ 매체와 표현 (미술 창작)

- 매체의 확장

Ÿ 영상 언어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Ÿ 쓰기 (국어 3)

- 창작의 즐거움

수학

Ÿ 측정
(각도, 길이)

Ÿ 측정 (수학)

- 길이(3∼4학년군)
- 각도(3∼4학년군)

Ÿ 비율
(비례)

Ÿ 규칙성 (수학)

- 규칙과 대응(3∼4학년군)
- 비와 비율(5∼6학년군)
- 비례식과 비례배분(5∼6학년군)

<표 Ⅳ-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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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융합인재교육 자료 개발

<표 Ⅳ-2>을 기반으로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10차시의 융합인

재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자료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영역의

교과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에게 적

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였다.

1차시는 ‘눈의 구조’ 를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소 눈 해

부실험을 통해 눈의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눈을 이루고 있는 기관의 역

할을 예상해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D 카메라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눈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차시를 구성하였다. 1차시

에서는 다양한 교과의 융합이 아닌 앞으로의 수업 진행을 위한 기초 지

식을 배우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수업이 과학 영역에서 생물 내용을 중

점으로 구성하였다.

2차시는 1차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눈의 조절 기작, 시각의 전달 과정,

빛의 성질, 카메라의 구조와 원리, 3D의 정의와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

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빛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이용하여 눈의 조절 기

작과 시각의 전달 과정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카메라

의 구조와 원리를 눈의 구조와 조절과 비교하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수

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눈과 카메라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다양

한 사진 자료와 애니메이션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도록 자료를 구성하였

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앞으로 진행될 활동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3D의 예시를 보여주고, 3D의 정의와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는 내용을 설

명하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2차시는 1차시와 다르게 활동보다는 1차시

에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3D 카메라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

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식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수업 내용은 과학(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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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와 기능, 시각의 전달 과정, 빛의 반사), 기술(3D 기술), 예술(카

메라)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강의식이지만 여러 영역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3차시는 ‘입체감을 느끼는 원리’ 를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수업 내

용은 빛의 반사, 색의 인지, 적청 방식(Anaglyph) 3D 사진의 원리, 입체

감의 원리, 양안시차와 폭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빛의 반사를 이용하

여 특정 색의 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빛의 반사, 색의 인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활동을 수행한 후, 색 필

터를 이용하여 양쪽 눈에 다른 색 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활동과 적청 방식 3D 사진을 관찰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적청 방식 3D 사진의 원리와 빛의 반사, 색의 인지를 연

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적청 방식의 3D 사진을 관찰하면서 입체

감을 경험하고, 입체감의 원리와 양안시차, 폭주의 개념을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입체감의 원리에 양안시

차와 폭주가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적청 방식 3D 사진의

원리가 빛의 반사, 색의 인지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활

동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영역의 내용을 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

업 내용은 과학(눈의 기능, 시각의 전달 과정, 빛의 반사, 과학 기술), 기

술(문제 해결, 3D 기술), 예술(색, 착시), 수학(각도, 비례) 영역이 포함되

도록 구성하였다.

4차시는 ‘3D 카메라 설계’ 를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똑

같은 상을 눈을 통해 볼 때와 사진을 통해 볼 때 입체감에 차이가 생기

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다. 생각한 내용을 토대로 입체감이 느껴지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3D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3D 카메라를 설계한다. 또한, 설계한 3D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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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를 발표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을 종합하여 문제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3D

카메라를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발명을 경험

하게 된다. 또한, 3D 카메라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학(눈의

구조와 기능, 시각의 전달 과정, 빛의 반사, 과학 기술), 기술(3D 기술),

예술(원근법, 착시, 카메라, 색), 수학(각도, 길이, 비례)의 지식을 종합하

여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5차시는 ‘3D 카메라 제작’ 을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수

업에서 적청 안경 제작, 3D 카메라 제작, 적청 방식 3D 사진 제작 활동

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준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적청 안경을 만든다. 적

청 안경은 5, 6차시에서 적청 방식 3D 사진을 보기 위한 재료를 사용된

다. 이후 학생들은 차시에서 3D 사진, 동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기

기와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학습한다. 사용법을 익힌 뒤, 재료를 이용하여

4차시에서 설계한 3D 카메라를 제작한다. 제작한 3D 카메라를 통해 적

청 방식의 3D 사진을 만들고, 적청 안경으로 만든 3D 사진이 입체감이

느껴지는지 확인한다. 제작한 3D 사진이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3D 사진을 찍을 수 있

는 3D 카메라를 제작한다. 이와 같이 5차시에서는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3D 카메라의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

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과학(눈의 구조와 기능, 시각의 전달과

정, 빛의 반사, 과학 기술), 기술(3D 기술, 카메라, 3D 사진 제작 프로그

램, 컴퓨터), 공학(적청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예술(원근법, 색, 착시,

카메라), 수학(각도, 길이, 비례)영역의 내용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6차시는 ‘적청 방식의 3D 사진 제작’ 을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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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3D 카메라 제작, 적청 방식의 3D 사진 제작, 양안시차의 내용을

중점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5차시 활동을 통해 입

체감이 느껴지는 적청 방식의 3D 사진을 찍기 위한 3D 카메라를 제작한

다. 제작한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적청 방식의 3D 사진을 만들고, 입체

감이 느껴지는 원리에 대해 생각해본다.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통해

입체감이 느껴지는 3D 사진과 3D 카메라가 양안 시차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양안시차와 적청 방식의 3D 사진의 원리를 연결시

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과학(눈의 구조와 기능, 시각의 전

달과정, 빛의 반사,)와 예술(색, 입체감, 착시), 수학(각도, 길이, 비례) 내

용이 기술(3D 기술)에 적용되고 있고, 공학(적청 방식 3D 디스플레이)에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3D 카메라가 여

러 영역, 교과의 내용이 실생활에서 융합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6차시는 5차시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5차시와 연

결시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3D 카메라를 제작, 보완하고, 여러 영역의

내용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학생들은 1∼6차시에서 3D 카메라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학습

하고,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3D 카메라를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입체감을

느끼는 원리와 3D 카메라를 연결시켜 학습하였다. 7차시부터는 배운 내

용을 새로운 기기와 기술에 응용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7차시는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

생들은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빛의 편광, 편광 방식 3D 사진 제

작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은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과 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제작하기 위해 빛의 편광에 대한 내용을 이

해한다. 또한, 편광 방식의 3D 사진에 대한 내용과 제작 방법, 원리를 이

해한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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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제작한다. 만든 편광 방식의 3D 사진과 기존에

제작한 적청 방식의 3D 사진을 비교한다. 7차시는 6차시와 배우는 내용

이 흡사하지만 빛의 편광과 그것을 이용한 새로운 3D 기술을 배우게 된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입체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발전하고 있는 3D 기

술을 경험하고, 입체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8차시는 ‘원근법’ 과 ‘스토리보드’ 를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원근법, 스토리보드 작성, 영상 언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그림을 보고, 원근법을 이용한 작품은 입

체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를 통해 원근법이 3D 기술이 발달

하기 전 3차원 공간을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이해하게 된다. 교사

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원근법의 원리와 역사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또한, 3D 단편 영화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성법을 실제 영화와 스토

리보드 예를 보면서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원근법과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8차시에서는 원근법의 원

리와 역사, 스토리보드 작성법에 대해 배우고, 직접 스토리보드를 작성하

는 활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미술의 발전에 과

학의 원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토리보드 작성을

통해 예술 영역(영상 언어)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과의 융합을 경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술 교과의 교육 목표인 생각을 창의

적으로 표현하는 경험과 국어 교과의 교육 목표인 다양한 유형의 글을

생산하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9차시는 ‘3D 단편 영화 만들기’ 활동을 주제로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

차시에서 학생들은 전 차시에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3D 단편

영화를 제작한다. 또한, 제작한 3D 단편 영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상영하

고, 제작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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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첫째, 매체를 통한 표현을 경험한다. 3D 동영상이

라는 특별한 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표현하는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3D 카메라를 통해 3D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과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은 기술 교과의 목표인 정보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여러 교과의 내용을 융합을 경험할 수 있

다. 스토리보드를 3D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은 국어(영상 언어) 교과

의 내용을 미술(미디어 제작) 교과의 내용으로 표현한다. 또한 3D 단편

영화를 촬영을 위해 사용되는 3D 카메라는 과학(빛의 성질, 눈의 구조와

기능, 시각의 전달 과정, 과학 기술), 기술(카메라, 3D 제작 프로그램, 3D

기술), 공학(3D 디스플레이), 미술(원근법, 색, 착시, 미디어, 입체감), 수

학(각도, 길이, 비례) 교과의 내용이 융합된 소재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3D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교과의 내용을 융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10차시는 ‘카드보드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각

광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인 증강 현실 안경(Head Mounted Display)

의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 학생들은 이러한 증강 현실 안경을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인 카드보드(Cardboard)를 제작하고 사용해

본다. 카드보드를 통한 증강 현실을 경험하고, 카드보드의 원리와 입체감

을 느끼는 원리를 연결시켜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적청, 편광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외에 다양한 3D 디스플레이의 종류와 그 원리를 알아본다.

10차시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를 만들어보고, 다양한 3D 디스플레이의 원리를 입체감을 느끼는 원리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

을 융합하는 경험뿐만 아니라 3D 기술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생각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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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자료는 3D 카메라를 제

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서 직

접 설계하고 제작해보도록 구성하였다. 제작하는 활동도 단순히 3D 카메

라와 적청 방식의 3D 사진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

활에서 접할 수 있는 3D 기술인 편광 방식의 3D 사진, 3D 동영상, 증강

현실 안경을 제작하였다. 개발한 자료를 이용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음

과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여러 교과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다. 3D 카메라는 과학, 기술,

수학 교과 등 다양한 내용이 융합된 주제이다. 따라서 3D 카메라를 설계

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여러 교과의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경험을 제

공한다. 또한,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은 미

술, 국어와 같이 예술 영역의 교과까지 융합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의 교과가 폭넓게 융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

다.

둘째,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에서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강조한다. ‘3D 카메라 만들

기’의 경우, 학생들은 중세 미술에서 고민하였던 문제인 ‘어떻게 실제로

보는 상(3차원)을 평면(2차원)에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교과의 내용을 이용하여 3D 카메라를 제작한다. 또한, 여러 방식의 3D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

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셋째, 실생활과의 연계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편광 방식의 3D 기

술은 3D TV나 3D 모니터, 3D 영화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카드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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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 디스플레이이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

하여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것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대처하는 교육인

적시교육(Just in time learning)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적시교육은

학생들에게 왜 배워야 하는지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알려줄 수

있다(최정훈, 2013).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자료는 <표 Ⅳ-3>과

같다.



- 54 -

차시 수업 주제 수업 활동 학습 목표 STEAM 영역

1
차시

· 눈의 구조 ⦁· 소 눈 해부 실험
- 소 눈 해부 실험을 통해 기관을 관찰할 수 있다.
- 눈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S : S2

2
차시

· 눈과
카메라의
원리 비교

⦁ 카메라의 구조와 원리 탐색⦁ 눈과 카메라의 원리
비교해보기

- 카메라 구조를 눈의 구조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렌즈와 빛의 굴절 작용을 말할 수 있다.
- 눈의 조절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 3D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S
T
A

:
:
:

S1, S2
T2
A2, A3

3
차시

· 3D 영상의
원리

⦁ 색 필터를 이용한 그림
관찰⦁ 적청 방식의 3D 사진 관찰

-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한 가지 색 상을 관찰할 수 있다.
- 색깔 필터를 이용하여 두 눈에 다른 색 상을 관찰할 수
있다.

- 입체감을 느끼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적청 영상의 원리를 말할 수 있다.

S
T
A
M

:
:
:
:

S1, S2, S3
T1, T2
A1. A2
M1, M2

4
차시

· 3D 카메라
설계

⦁ 실제 상과 사진을 통해
보는 상이 다른 이유 토의⦁ 3D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3D 카메라 설계

- 사진을 통해 보는 상과 눈을 통해 보는 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입체감이 느껴지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계할
수 있다.

S
T
A
M

:
:
:
:

S1, S2. S3
T1, T2
A1, A2, A3
M1, M2

5
차시

· 3D 카메라
제작

⦁ 적청 안경 제작⦁ 설계한 3D 카메라 제작⦁ 3D 사진 촬영을 위한 3D
카메라 제작 및 수정

- 적청 안경을 만들 수 있다.
- 설계한 3D 카메라를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 입체감이 느껴지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3D 카메라를
제작할 수 있다.

S
T
E
A
M

:
:
:
:
:

S1, S2. S3
T1, T2
E1
A1, A2, A3
M1, M2

<표 Ⅳ-3> ‘3D 카메라 만들기’를 위한 융합인재교육 자료 구성

주. S(과학) : S1(빛), S2(눈), S3(과학 기술)
T(기술) : T1(문제 해결), T2(3D 기술)
E(공학) : E1(3D 디스플레이), E2(증강 현실 안경)
A(예술) : A1(색), A2(입체감), A3(매체), A4(영상 언어)
M(수학) : M1(측정), M2(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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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업 주제 수업 활동 학습 목표 STEAM 영역

6
차시

· 적청
방식의 3D
사진 제작

⦁ 제작한 카메라를 이용한
적청 방식의 3D 사진 제작⦁ 양안시차와 3D 카메라
연관성 생각

- 적청 방식의 입체 사진을 만들 수 있다.
- 입체감이 느껴지는 적청 방식 3D 사진을 만들 수 있다.
- 양안시차와 3D 카메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입체감을 느끼는 원리와 3D 카메라의 구조의 관련성을 말할
수 있다.

S
T
E
A
M

:
:
:
:
:

S1, S2. S3
T2
E1
A1, A2, A3
M1, M2

7
차시

·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입체감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편광 방식 3D 사진 제작

- 입체감을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할 수 있다.
- 편광 방식 3D 사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입체감이 느껴지는 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만들 수 있다.

S
T
E
A
M

:
:
:
:
:

S1, S2. S3
T2
E1
A1, A2, A3
M1, M2

8
차시

· 원근법과
스토리보드

⦁ 원근법을 적용한 작품 관찰⦁ 3D 단편 영화를 위한
스토리 보드 작성

- 원근법의 원리와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 스토리 보드 작성법을 말할 수 있다.
- 3D 단편 영화 제작을 위한 스토리 보드를 작성할 수 있다.

S
T
E
A
M

:
:
:
:
:

S2. S3
T2
E1
A1, A2, A3, A4
M1

9
차시

· 3D 단편
영화
만들기

⦁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3D
단편 영화 제작

- 3D 카메라를 활용하여 3D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 스토리 보드를 기반으로 3D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S
T
E
A
M

:
:
:
:
:

S1, S2. S3
T2
E1
A1, A2, A3, A4
M1, M2

10
차시

· 3D
디스플레이

⦁ 3D 디스플레이의 종류
조사⦁ 카드보드 만들기

- 3D 디스플레이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증강 현실 안경(카드보드)를 제작할 수 있다.
- 증강 현실 안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S
T
E
A
M

:
:
:
:
:

S1, S2. S3
T2
E1, E2
A1, A2, A3
M1, M2

<표 Ⅳ-3> 계속

주. S(과학) : S1(빛), S2(눈), S3(과학 기술)
T(기술) : T1(문제 해결), T2(3D 기술)
E(공학) : E1(3D 디스플레이), E2(증강 현실 안경)
A(예술) : A1(색), A2(입체감), A3(매체), A4(영상 언어)
M(수학) : M1(측정), M2(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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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

활동지, 유인물, 프로그램 설명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작성하였다. 지도안

은 차시별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와 학습 목표, 수업 활동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였다(부록 D). 활동지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정리

하고,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활동지를 작성하였다(부록 E). 유인물은

‘3D 카메라 만들기’, ‘3D 단편 영화 만들기’ 2가지 활동에 사용하도록 유

인물 1, 유인물 2를 작성하였다. 유인물 1은 ‘3D 카메라 만들기’ 활동을

수행할 때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내용은 눈의 구조와 눈의 조절 기작, 시각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였다. 유인물 2는 ‘3D 단편 영화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수

록하였다. 내용은 원근법과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스토리보드에 관

한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부록 F). 프로그램 설명서는 학생들이 3D 사진

이나 3D 단편 영화를 제작할 때 기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

움을 느끼지 않게 하도록 작성하였다. 활동에 사용하는 기기(웹캠1), 3D

모니터2))와 사용하는 프로그램(3D 영상 재생 프로그램3), 3D 사진과 영

상 제작 프로그램4), 웹캠 녹화 프로그램5), 매크로 프로그램6))에 대한

사용법을 순서로 차근차근 제시하였고,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쉽게 익히

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부록 G).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자료

1) Microsoft사의 Lifecam HD-3000을 사용하였다.

2) LG전자의 3D 모니터(모델명 : D2770D-PN)을 사용하였다.

3) LG전자에서 제공하는 Dynamic Digital Depth(DDD)사의 TriDef ver. 1.8을

사용하였다.

4) 3D 사진 제작 프로그램을 위해 StereoPhoto Maker, 3D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위해

StereoMovie Player를 사용하였다. 두 프로그램 모두 freeware로써 홈페이지(URL :

http://stereo.jpn.org/)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5) 웹캠을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Datastead Software의

TVideoGrabber ver. 8.6.1.6(build 4408)을 이용하였다.

6) 연속적인 사진 촬영을 위해 Freeware로 개발된 Key_macro Ver. 1.10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은 개발자의 홈페이지(http://blog.daum.net/pg365/236)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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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업에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학생의 동기 부여나 활동에 사

용되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였다(부록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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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

적용

1)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학습 효과

분석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이용한 수업의 학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

전, 후의 검사 결과를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한 결과, 지식 검사지의 사전 검

사 결과(Mdn= 17.000)에 비해 사후 검사 결과(Mdn= 21.000)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Z= 3.842, p< .001, r= .62). 이를 통해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이 중학교 과학 영재 학

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을 때 학습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영역별 결과를 보면, ‘눈(Z = 2.745, p= .006, r= 0.45)’,

‘카메라(Z= 2.830, p= .005, r= 0.46)’, ‘원근법(Z= 3.275, p= .001, r= .53

)’, ‘3D 기술(Z= 3.602, p < .001, r= .59)’ 영역이 모두 사전, 사후 검사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빛

(Z= -0.686, p= .493, r= -.11)’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빛’ 영역의 세부 영역인 ‘빛의 성질’, ‘렌즈’, ‘색’

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빛의 성질’ 영역의 경우 사전 검사 결과(Mdn=

3.000)와 사후 검사 결과(Mdn= 3.000)의 값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1.000, p=

.317, r= .16). ‘렌즈’ 영역의 경우 사전 검사 결과(Mdn= 2.000)에 비해

사후 검사 결과(Mdn= 2.000)가 향상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59 -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Z = 1.941, p = .052, r = .31). 마지막으로 ‘색’ 영

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Z= -2.495, p= .013, r=

.40), 사전 검사 결과(Mdn= 3.000)에 비해 사후 검사 결과(Mdn= 2.000)

가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첫째, 활동 중

심의 수업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과학 수업은 지식 전달이 중점이지만,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은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명료화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일부 영역에서 낮은

학습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최현미·홍승호, 2013). 따라서 융

합인재교육 수업에서 활동과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학생에게 융합

인재교육의 목적과 학습 효과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둘째, 융합된 교과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다. 융합인재교육은 단일 교

과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기존 수업과 다르게 여러 교과의 내용이 융합

된 학습 내용을 배우는 수업이다. 따라서 기존의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

에게 여러 교과의 내용을 융합하여 전달하는 수업을 실시할 경우, 수업

형태가 익숙하지 않아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

업 내용이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영역의 학습 효과

가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태지훈, 2012).

융합인재교육의 학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Wilcoxon

Signed-Ranks Test 결과는 <표 Ⅳ-4>와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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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df Median p Z W

전체
(29문항)

pre
18

17.000
<.001** 3.842 190.000

post 21.000

영
역
별

눈
(9문항)

pre
18

5.000
.006** 2.745 96.000

post 6.000

카메라
(2문항)

pre
18

1.000
.005** 2.830 70.000

post 2.000

빛
(10문항)

18
8.000

.493 -0.686 -11.000
pre

post 8.000

원근법
(4문항)

pre
18

2.000
.001** 3.275 91.000

post 3.000

3D 기술
(4문항)

pre
18

0.000
<.001** 3.602 163.000

post 2.000

<표 Ⅳ-4> 학습 효과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지식 검사지 결과의
Wilcoxon-Signed-Ranks Test 결과

내용 test df median p Z W

빛의 성질
(3문항)

pre
18

3.000
.317 1.000 5.000

post 3.000

렌즈
(3문항)

pre
18

2.000
.052 1.941 35.000

post 2.000

색
(4문항)

pre
18

3.000
.013* -2.495 -47.000

post 2.000

<표 Ⅳ-5> 빛 영역의 사전-사후 지식 검사지 결과의 Wilcoxon
Signed-Ranks Test 결과

**p <.0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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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에 대하여 학

생들이 가진 의견 조사

객관식 문항으로 조사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수업 내용’ 영역은 모든 문항에서 대다수 학생이 긍

정적인 의견을 답하였다(여러 교과목의 융합(100%), 주제와 관련된 내용

(94.7%),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94.7%), 흥미(84.2%)). 응답을 통하여 학

생들이 수업 주제인 ‘3D 카메라 만들기’를 실생활과 밀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방법’ 영역은 수업 방식의 지속 여부(94.7%), 활동을 통한 융합

경험(94.7%), 활동을 통하여 개념, 원리의 이해 여부(89.5%)에 대한 문항

에서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를 통해 융합인재교육의 목적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수업 방식과의 차이를 묻는 문항에서 일부 학

생(부정적인 답변: 10.5%, 중립적인 답변: 26.3%)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

였다. 따라서 기존의 수업 방식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 학생이 상당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효과’ 영역은 지식의 융합적 구성(100%)과 과학 지식의 활용(100%),

지식을 통한 설계(100%),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79.9%)에 관련된 문

항에서 대다수의 학생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

해 학생들은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에 대한

효과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 환경’ 영역은 수업 설명(100%), 수업 준비물(94.7%), 수업 장소

(89.5%)에 대한 문항에서 대다수 학생이 긍정적인 답변이 보였다. 하지

만 수업 준비물에 대한 문항에서 1명의 학생(5.3%)이 수업에 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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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수업 활동을 위한 시간을 묻는 문항에

서 많은 학생(부정적인 답변: 31.6%, 중립적인 답변: 21.1%)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학생이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에서 활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활동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있었다.

‘수업 평가’ 영역은 활동의 수준(84.2%), 수업 방식(94.7%), 학습량

(89.5%), 수업 내용을 묻는 문항(89.4%)에서 대다수 학생이 긍정적인 답

변을 하였다. 이를 통해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수업이 중학교

2학년 과학 영재 학생의 수준과 학습량이 알맞게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업 내용이 주제와 동떨어지지 않고, 알맞게 진행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에 따른 학생들의 답안 분포는 <표 Ⅳ-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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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수
업
내
용

⦁수업을통해여러교과목의내용을배울수있었다. 13
(68.4)

6
(31.6)

0
(0)

0
(0)

0
(0)

⦁수업을통해 ‘3D카메라만들기’에필요한내용을
학습하였다.

13
(68.4)

5
(26.3)

1
(5.3)

0
(0)

0
(0)

⦁수업의주제가실생활과연관성이많은주제이다. 12
(63.2)

6
(31.6)

1
(5.3)

0
(0)

0
(0)

⦁수업의주제가흥미로웠다. 14
(73.7)

2
(10.5)

3
(15.8)

0
(0)

0
(0)

수
업
방
법

⦁기존의수업방식(선생님의설명방법, 수업활동,
수업진행, 수업내용)과차이점이있다고생각한다.

5
(26.3)

7
(36.8)

5
(26.3)

0
(0)

2
(10.5)

⦁이러한수업방식의수업을계속받고싶다. 13
(68.4)

5
(26.3)

1
(5.3)

0
(0)

0
(0)

⦁수업에서경험한활동은과학적개념과원리를
이해하기에충분하다.

13
(68.4)

4
(21.1)

1
(5.3)

1
(5.3)

0
(0)

⦁‘3D 카메라만들기’를통해수업시간에배운
개념들을융합하여적용해보는경험을할수있었다.

14
(73.7)

4
(21.1)

1
(5.3)

0
(0)

0
(0)

효
과

⦁수업을통해현대사회는여러가지지식이
융합되어구성되어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15
(78.9)

4
(21.1)

0
(0)

0
(0)

0
(0)

⦁수업을통해과학지식과원리가일상생활의많은
곳에활용된다는사실을알았다.

14
(73.7)

5
(26.3)

0
(0)

0
(0)

0
(0)

⦁수업후나의능력보다더어려운문제를해결하고
싶어졌다.

9
(47.4)

6
(31.6)

4
(21.1)

0
(0)

0
(0)

⦁지식과원리를적용하여, 물품을설계하고제작하는
과정은흥미롭다.

16
(84.2)

3
(15.8)

0
(0)

0
(0)

0
(0)

수
업
환
경

⦁교사로부터수업활동의과정과목적에대해충분히
설명을들었다.

13
(68.4)

6
(31.6)

0
(0)

0
(0)

0
(0)

⦁수업에서활동을수행하기위한준비물이부족하지
않았다.

14
(73.7)

4
(21.1)

0
(0)

1
(5.3)

0
(0)

⦁수업장소는수업에서활동을수행하기위한장소로
적합하였다.

7
(36.8)

10
(52.6)

2
(10.5)

0
(0)

0
(0)

⦁수업에서활동을수행하기위한시간이부족하지
않았다.

1
(5.3)

8
(42.1)

4
(21.1)

5
(26.3)

1
(5.3)

수
업
평
가

⦁수업에서활동의수준은나에게적합하였다. 6
(31.6)

10
(52.6)

3
(15.8)

0
(0)

0
(0)

⦁수업주제에대한교사의수업방식이적절하였다. 14
(73.7)

4
(21.1)

1
(5.3)

0
(0)

0
(0)

⦁수업에서배운학습량이적절하였다. 10
(52.6)

7
(36.8)

2
(10.5)

0
(0)

0
(0)

⦁수업에서배운내용이 ‘3D카메라만들기’를
제작하는데필요한내용이었다.

10
(52.6)

7
(36.8)

1
(5.3)

1
(5.3)

0
(0)

<표 Ⅳ-6> ‘3D 카메라 만들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조사 결과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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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수업과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활용한 수업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수업과 다르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문항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다. 또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서

술형 문항을 추가로 제시하여 항목을 선택한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수업과 비교하여 ‘수업 주제’ 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학생

은 15명(79%)이었다. 다수의 학생이 주제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없

는 내용이어서 기존의 수업과는 다르다고 답하였다(52%). 이외에도 여러

교과가 융합된 주제(11%), 흥미로운 주제(11%),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

(5%)라고 답변하였다.

‘수업 방식’ 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학생은 10명(52%)이었다. ‘수

업 방식’ 이 다르다고 응답한 학생 중 절반의 학생(26%)은 직접 해보는

탐구가 많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절반의 학생(26%)들은 기존의 수업

과는 다르게 활동이 많았다고 답변하였다.

‘수업 구성’ 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명(58%)이었다. 그

이유로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37%), 실험 위주의 수업 구성(21%)이라고

대답하였다.

‘멀티미디어 자료’ 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학생은 9명(47%)이었

다. ‘멀티미디어 자료’가 기존 수업과 다르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다양

한 미디어 자료의 활용(42%)과 많은 자료(5%)때문에 기존 수업과 다르

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기존의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수업 활동’ 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응답

한 학생 15명(79%)이었다. 다르게 느껴진다고 답한 이유로 보통 수업과

는 다르게 직접 만들고, 제작하는 활동(68%)이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

았고, 그 외에 조별 활동(5%),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이용(5%)이라고 응

답한 학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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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환경’ 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학생은 3명(16%)이었다. 책

과 동영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다(11%)라는 것과 널널한 배치(5%)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배우는 지식의 양’ 이 기존 수업과 다르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학생은

10명(53%)이었다.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응답한 학생의 다수가 활동을

통해 기존의 수업보다 많은 내용을 배운다는 점(32%)과 다양한 과목의

지식 학습(16%)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내용은 적지만 깊이 있는 내용

의 학습(5%)을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있었다.

‘다양한 교과의 학습’ 이 다르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명(58%)이었다. 응

답한 학생 전원은 과학과 다양한 분야를 연동하여 문제를 생각할 수 있

었기 때문(58%)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업의 진행’ 이 다르다고 응답한 학생은 10명(53%)이었다. 응답한 학

생 중, 활동이 많아서 진행 방식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응답한 학생(42%)

이 대다수였고, 기존 수업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점(5%)과 3D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 기초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는 수업

진행(5%)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있었다.

학생들의 응답을 통해 ‘3D 카메라 만들기’ 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이 기존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수업 주제’ 와 ‘수업 활동’ 이 가장

다르게 느껴지는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 주제’ 와 ‘수업 활

동’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 기존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힘든 주제를 활용

하여 직접 제작하는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 수업과 다르게 느껴졌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존 수업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에 서술형 답변을

분석한 결과,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은 다양

한 교과 간의 융합, 직접 제작하는 활동과 기존의 수업보다 많은 활동,

기존 수업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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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수업과 차이점을 느끼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서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이

학생들에게 교과간의 융합과 접하기 힘든 재료를 활용하여 설계 및 제작

하는 활동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항에 대한 응답과 <표 Ⅳ-6>에 ‘수업 방법’ 영역에 기존의 수

업 방식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수업과 다르게 느낀 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80%에 육박하는

학생이 ‘수업 주제’ 와 ‘수업 활동’ 이 기존의 수업과 차이가 있다고 답변

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수업 방식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에서 40%에 가

까운 학생이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한 결과와 모순되는 결과가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수업과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 응답한 학생은 ‘수업 활동’ , ‘수업 내용’ 이 아니라 ‘선생님의 설명 방

법’, ‘수업 진행’ 이 기존의 수업과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

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수업과 다르게 느낌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과 선택한 이유는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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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유 응답수 전체응답수

수업
주제

⦁ 주제가학교나학원에서배울수없는내용이었다. 10 (52%)

15 (79%)
⦁ 생물, 물리, 미술이융합된주제여서색달랐다. 2 (11%)

⦁ 수업의주제가흥미로웠다. 2 (11%)

⦁ 실생활에서관련이많은주제였다. 1 (5%)

수업
방식

⦁ 직접해보는탐구가많았다. 5 (26%)
10 (52%)⦁ 기존의수업과는다르게활동이많았다. 5 (26%)

수업
구성

⦁ 기존의수업과는설명방식이달랐다. 7 (37%)
11 (58%)⦁ 수업의구성이실험위주로이루어져있다. 4 (21%)

멀티미
디어
자료

⦁ 접하기힘든다양한미디어자료를활용하였다. 8 (42%)
9 (47%)⦁ 보통수업보다자료가많다. 1 (5%)

수업
활동

⦁ 기존수업과는다르게3D사진과영상을직접
제작하는활동이있었다. 13 (68%)

15 (79%)⦁ 조끼리의논하여주제를세우고해결하는활동이
있어서재미있었다. 1 (5%)

⦁ 활동중다양한응용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었다. 1 (5%)

교실
환경

⦁ 기존의수업에서는책과동영상을활용한수업을
하는데, 다양한도구를활용한수업을받을수있었다. 2 (11%)

3 (16%)

⦁ 배치가널널해서학습하기편하였다. 1 (5%)

배우는
지식의
양

⦁ 3D 카메라제작을통해많은것을배울수있었다. 6 (32%)

10 (53%)⦁ 다양한과목의지식을한꺼번에배울수있었다. 3 (16%)

⦁ 기존수업보다적지만깊게파고드는것이좋다. 1 (5%)

다양한
교과의
학습

⦁ 융합적수업을통해과학의한측면만바라보는것이
아닌, 다양한분야와연동하여생각할수있었다. 11 (58%) 11 (58%)

수업
진행

⦁ 직접해보는활동이많아서진행방식이다르게
느껴졌다. 8 (42%)

10 (53%)⦁ 기존에사용하지못하는재료를이용한수업이다. 1 (5%)

⦁ 3D 카메라를만드는과정을기초부터하나씩
밟아가는수업을받았다. 1 (5%)

<표 Ⅳ-7> ‘기존의수업과다르게느낀점이있다면어떤것인가?’ 문항에대한응답분포

단위 : 명

주. 중복선택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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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문항은 ‘기존의 수업보다 좋았던 점’, ‘기존의 수업보다 좋지 않

았던 점’, ‘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

였다.

‘기존의 수업보다 좋았던 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주제(84%), 활동

(47%), 재료(21%)가 좋았다고 답변하였다. 주제가 좋았다고 응답한 학생

은 학교 수업에 접하기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좋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37%). 또한, 여러 교과가 융합되어 있는 주제(26%), 실생활

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21%)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활동이 좋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점이

좋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32%). 일부 학생들은 학생들이 직

접 해볼 수 있는 활동이어서 좋았고(11%),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활동이 있어서 좋았다고(5%) 답변하였다. 재료가 좋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모두 웹캠, 노트북, 프로그램, 3D 안경과 같이 수업에 접

하기 힘든 재료를 활용한 점이 좋았다고 응답하였다(21%).

‘기존의 수업보다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난이도

(21%)와 환경(74%)이 좋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난이도가 좋지 않았다

고 응답한 학생은 3D 사진과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이 복잡하거나 영어

로 되어 있어서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11%). 또한, 3D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어렵다고 답변한 학생(11%)과 3D 영화 만들기가 어려웠다고 답

변한 학생(5%)이 있었다.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수업 활

동(3D 단편 영화 만들기)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63%). 또한, 카드보드 제작 및 체험 활동을 위한 카드보

드의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과(5%) 활동을 위한 공간이 좁다고 하는 의

견(5%)을 답변한 학생이 있었다.

‘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효과(8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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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32%)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효과에 대한 의견의 경우, 수업에서

배운 3D 기술(3D 카메라, 영화,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 대해서 더 알

아보고 싶다는 의견(37%)과 3D 영화나 카드보드 등 다양한 것들을 만들

어보고 싶다는 의견(37%)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는 제품이나 물체의 원리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

(16%)이 있었다. 만족에 대한 의견의 경우, 활동을 통해서 3D 기술에 대

한 전반적인 지식의 이해가 증가하였다고 답변한 의견(21%)과 수업이

흥미로웠고, 제작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의견이 있었다

(11%).

기존의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장, 단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가 융합된 기술, 공학 내용의 주제와 실생

활 관련 주제를 수업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

제를 해결하고, 직접 수행하는 활동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융

합형 주제와 실생활 관련 주제를 이용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아직 익숙하

지 못한 주제이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 구성과 활동에 대한 시

간 배분이 충분히 할당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

도입될 경우,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자료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낀 점을 묻는 문

항을 통해서 융합인재교육 수업이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은 수치이지만 실

생활 문제에 관심을 확장하고 싶다는 의견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실생활로 문제해결과정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표 Ⅳ-6>의 ‘수업 환경’ 영역에 수업 활동을 위한 시간을 묻는

문항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의견과 기존의 수업과 비교하는 문항이 관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좋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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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묻는 문항에서 학생 대부분이 3D 단편 영화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부

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시간 부족을 느낀 활동이 3D

단편 영화 만들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3D 단편 영화 만들

기에 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여 학생들이 활동을 수행할 때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융합인재교육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은 <표 Ⅳ-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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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영역 내용 학생 수 계

기존의
수업보다
좋았던 점

주제

⦁수업에서 접하기 힘든 주제 7 (37%)

16 (84%)⦁다양한 교과가 융합된 주제 5 (26%)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 4 (21%)

활동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활동 6 (32%)

9 (47%)⦁직접 해보는 활동 2 (11%)

⦁친구들과의 협동을 하는
활동 1 (5%)

재료 ⦁수업에서 접하기 힘든 재료 4 (21%) 4 (21%)

기존의
수업보다
좋지
않았던 점

난이도

⦁프로그램 사용의 어려움 2 (11%)

4 (21%)⦁활동 수행의 어려움 1 (5%)

⦁어려운 내용 1 (5%)

환경

⦁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 12 (63%)

14 (74%)⦁활동을 위한 재료 부족 1 (5%)

⦁활동을 위한 공간이 좁음. 1 (5%)

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

효과

⦁3D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증진 7 (37%)

17 (89%)⦁3D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활동 수행 7 (37%)

⦁실생활로 문제 확장 3 (16%)

만족

⦁3D 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가 4 (21%)

6 (32%)

⦁수업에 대한 만족 2 (11%)

<표 Ⅳ-8> 융합인재교육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

단위: 명

*영역별로 중복 응답이 가능한 문항



- 72 -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을 위한 ‘3D 카메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융

합인재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자료를 이용한 수업을 중학

교 과학 영재 학생에게 적용하여 학습 효과와 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3D 카메라 만들기’ 를 주제로 ‘눈’, ‘카메라’, ‘빛’, ‘원근법’, ‘3D 기

술’ 내용을 포함한 10차시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융합

인재교육 자료는 학교 현장의 도입을 위한 지도안, 수업 활동을 위한 활

동지, 3D 카메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유인물, 3D 사진과 동영상 제

작 프로그램과 제작에 사용하는 도구의 사용법을 정리한 프로그램 설명

서,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로 구성하였다.

둘째,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에게 ‘3D 카메라 만들기’ 를 주제로 한 융

합인재교육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 효과를 조사하였다. 학습 효과를 조사

한 결과 성취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3D 카메라 만들기’ 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이 성

취도 변화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 영역에서는 ‘눈’, ‘카메

라’, ‘원근법’, ‘3D 기술’ 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빛’ 영역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에게 ‘3D 카메라 만들기’ 를 주제로 한 융

합인재교육 수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조사하였다. ‘수업 내용’,

‘수업 방법’, ‘효과’, ‘수업 환경’, ‘수업 평가’ 영역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



- 73 -

는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존 수업 방식과 차이를 묻는

문항과 활동을 위한 시간을 묻는 문항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부정적인 의

견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수업과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차이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많은 학생이‘수업 주제’와 ‘수업 활동’이 차이가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의 융합,

기존의 수업에서 접하기 힘든 재료, 기존의 수업보다 많은 활동과 직접

제작하는 활동이 융합인재교육 수업이 기존 수업과 다른 특징이라고 응

답하였다. 기존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3D 카메라 만들기’ 를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장, 단점을 묻는 문항을 통해서 주제, 활동, 재료는

좋았지만, 난이도, 환경은 좋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을 조사하는 문항을 통해서 학생들은 3D 기술에 대

한 흥미와 관심, 실생활 문제로 확장, 3D 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가, 수업

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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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 수업이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의 성취도

변화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빛’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성취도 변화를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빛’ 과 관련된 활동을 자료에

추가하고, 내용 설명을 보완하면 보다 효과적인 융합인재교육 자료를 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수업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과 기존 수업보다 좋았던 점을 묻는

문항에 많은 학생들이 기존에 접하기 힘든 기술, 공학적 주제와 직접 제

작하고, 기존 수업보다 많은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기술·공학적

주제를 기반으로 활동 중심의 융합인재교육 자료 개발이 활발히 필요하

고, 개발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학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학 영재

학생은 학업 성취도와 교과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 문제 해결력이 일반

학생에 높은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

하고, 수업의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과학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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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과학 영재 학생이 연구 대상이므로 융합인재교육 수업

의 학습 효과와 의견을 전체 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 수업을 실시하고, 학습 효과와

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연구가 추가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 없이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의 효

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

집단을 설정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 수업이 단기간에 많은 차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정의적 영역의 변

화를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업 처치 기간을 늘

려서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 추가로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효과로

써,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융합을 통한 창의성의 변화가 나타

나는지 조사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융합을 통한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 개발과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융합인재교육 수업이 학생들에게 융합을 통한 창의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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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에는 시각 세포가 분포되어 있다.

② 시각 신경이 빠져나가는 E에 상이 맺힐 때 가장 뚜

렷하게 보인다.

③ C은 F의 두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④ 먼 곳을 볼 때는 F의 두께가 얇아진다.

⑤ D와 F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가까울 경우 볼록

렌즈로 시력을 교정해야 한다.

2.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각 부

분의 이름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 섬모체 :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② B - 홍채 :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③ C - 수정체 : 빛을 굴절시킨다.

④ D - 망막 : 눈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막이다.

⑤ E - 공막 : 시각세포가 있어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

인다.

3. 다음 사진은 소의 눈을 해부하여 관찰한 수정체

이다.

수정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외부에서 들어온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② 수정체를 글씨 위에 올리면 글씨가 크게 보인다.

③ 먼 산을 바라볼 때 스스로 두께가 얇아지도록 조절

한다.

④ 가까운 사물을 볼 때 모양체 근육이 수축한다.

⑤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4.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사진

기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과 하는 일이 바르

게연결된것은?

① A - 유리체 - 빛의 양 조절

② B - 수정체 - 거리 조절

③ C - 홍채 - 빛의 양 조절

④ D - 망막 - 거리 조절

⑤ E - 맥락막 - 상의 크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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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ㄱ. 사람의 눈은 수정체와 망막의 거리를 조절하

여 상이 망막에 맺히도록 조절한다.

ㄴ. 사람의 눈은 초점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

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ㄷ. 먼 산을 보다가 가까운 물체를 보면 수정체는

두꺼워진다.

5. 그림 (가)는 카메라와 우리 눈을 비교한 것이고,

그림 (나)는 볼록 렌즈와 스크린의 위치를 고정시

키고 물체의 위치를 A에서 B로 변화시켰을 때

정확한 상이 스크린에 맺히도록 볼록 렌즈와 두

께를 조절할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자료를 참고로 할 때, 눈의 조절 작용과 관

련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다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그래프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의 파장에 따른 빛

의 흡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400 450 500 550 600 650 700
파장(nm)

자색 청색 녹색 황색 적색

흡

광

도

청원추세포 적원추세포녹원추세포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세 종류의 원추세포 모두가 반응할 경우 흰색

으로 보인다.

ㄴ. 녹원추세포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노랑색은 정

확히 구분할 수 있다.

ㄷ. 세 종류의 원추세포 중 한 종류 이상에서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색맹이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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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과 같이 민수가 형광등이 켜진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

오.

① 눈에서 나온 빛이 책에 반사되기 때문에 민수는 책을 볼

수있다.

② 형광등이 꺼진 다면 눈에 들어오는빛이 없기때문에 책을

볼수없다.

③형광등이꺼져도책에서반사된빛이눈으로들어온다.

④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민수의 눈에서 반사되어 책에 닿았

기때문에민수는책을볼수있다.

⑤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책에서 반사되어 민수의 눈에 들어

왔기때문에민수는책을볼수있다.

8. 다음 중 시각의 성립 경로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

열된 것은?

① 빛→ 수정체→ 유리체→ 각막→ 시각 신경→ 시각 세

포→ 대뇌

② 빛→ 각막→ 수정체→ 유리체→ 시각 세포→ 시각 신

경→ 대뇌

③ 빛→ 각막→ 유리체→ 수정체→ 시각 세포→ 시각 신

경→ 대뇌

④ 빛→ 홍채→ 수정체→ 각막→ 시각 신경→ 시각 세포

→ 대뇌

⑤ 빛→ 홍채→ 섬모체→ 수정체→ 시각 세포→ 시각 신

경→ 대뇌

9. 눈의 조절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홍채가 축소하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②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이 많은 밝은 곳으로 나오면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③ 책을 읽다가 창 밖의 운동장 끝에 있는 농구대를 쳐

다보면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④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지만 먼 곳의 물체는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오목 렌즈로 교정한다.

⑤ 노안은 나이가 들어 수정체가 두꺼워져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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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ㄱ. 상을 바라볼 때 두 눈에는 다른 시야가 들어온다.

ㄴ. 인간의 두 눈 사이의 거리는 평균 6.5 cm이다.

ㄷ. 양안을 통해 보면, 단안에 비해 공감의 퍼짐이나 입

체시를 인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ㄹ. 양안보다 단안으로 볼 때 시력이 증대된다.

ㅁ. 양안으로 상을 볼 때 두 눈으로 받아들이는 상은 같

다.

ㅂ. 3D 영화는 두 눈에 다른 상이 보이도록 하는 방법

을 이용한다.

ㅅ. 보통 단안으로 보면, 우리는 3차원 상을 볼 수 있

다.

[10-11]

10. 다음 <보기>는 단안(하나의 눈으로 통해 보는

시각)과 양안(두 개의 눈을 통해 보는 시각)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11.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답을 고르시

오.

① ㄱ, ㄹ

② ㄴ, ㄹ

③ㄷ, ㅁ

④ㅂ, ㅅ

⑤ ㄷ, ㅂ

12. 민수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

다. 민수에게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과정을 가

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거울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보인

다.

② 얼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정반사되어 눈으

로 들어오면 보인다.

③ 눈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정반사되어 얼굴

에 흡수되면 보인다.

④ 얼굴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에서 정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면 보인다.

⑤ 얼굴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에서 난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면 보인다.

13. 다음은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는 사람의 눈을 나

타낸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오목렌즈로 교정해야 한다.

②빛이 망막 뒤에 모이게 된다.

③수정체가 얇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그림과 같은 눈의 상태를 원시라고 한다.

⑤ 먼 곳은 잘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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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일식과 월식이 생긴다.

(ㄴ) 물체의 그림자가 생긴다.

(ㄷ) 비가 갠 후 무지개를 볼 수 있다.

(ㄹ) 바늘구멍사진기에 의한 상은 상하좌우가 바뀐

다.

(ㅁ) 물이 든 컵 속에 담긴 젓가락은 꺾여 보인다.

14. 빛이 직진하는 성질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5.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옳은 것

은?

① 물체에 그림자가 생긴다.

② 점묘화를 감상할 수 있다.

③ 거울에 사물이 비추어 보인다.

④ 텔레비전을 통해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다.

⑤ 햇빛에 프리즘을 비춰보면 무지개 색을 관찰할

수 있다.

16. 다음 렌즈의 모습을 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은빛을퍼져나가게하기때문에원시안경에사용

된다.

②㉠은망막상의거리가짧은경우에교정에사용한다.

③㉡은멀리있는물체를크게보이게한다.

④㉠은가까이있는물체를크게보이게한다.

⑤㉠과㉡은모두멀리있는물체가크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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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렌즈에 입사한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C.

B.A.

D.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진행한 경로가 옳은 것은 A, D이다.

ㄴ. 진행한 경로가 옳은 것은 B, C이다.

ㄷ. 볼록렌즈는 항상 실물보다 작은 상이 생긴다.

ㄹ. 오목렌즈는 근시를 교정할 때 사용된다.

ㅁ. 빛은 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

• 보기 •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ㄷ, ㄹ, ㅁ

18. 그림은 여러 색의 작은 점들을 찍어 그린 그림

이다.

이러한 점묘화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컴퓨터 모니터도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다.

② 빛의 합성을 이용한 작품이다.

③ 그림을 더욱 밝게 만들 수 있다.

④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것이 좋다.

⑤ 각각의 물감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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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 색 흡수하는 색 반사하는 색

빨강 파랑, 초록 빨강

초록 빨강, 파랑 초록

파랑 빨강, 초록 파랑

노랑 파랑 빨강, 초록

청록 빨강 파랑, 초록

자홍 초록 빨강, 파랑

19. 물감에 삼원색으로 합성된 백색광을 비추었을

때, 반사되는 빛과 흡수되는 빛을 나타낸 표이

다. 조명의 색에 따라 보이는 물감의 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홍색 빛 아래에서는 물체가 초록색으로 보일

수 없다.

② 노란색 빛 아래에서는 물체가 파란색으로 보일

수 없다.

③ 파랑색 유리는 노란색 불빛 아래에서 파랑색으

로 보인다.

④ 빨간색 사과는 초록색 불빛 아래에서 검은색으

로 보인다.

⑤ 노란색 바나나는 빨간색 불빛 아래에서는 빨간

색으로 보인다.

20. 다음 빛과 물체의 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모든 색을 전부 반사하면 흰색으로 보인다.

② 빨간색 사과에서는 빨간색 빛이 반사된다.

③ 초록색 셀로판지는 초록색 빛을 모두 반사한

다.

④ 석탄은 모든 색깔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

은색으로 보인다.

⑤ 다른 색을 모두 흡수하고 빨간색과 파란색 빛

을 반사하면 자홍색으로 보인다.

21. 다음은 물체의 색이 보여 지는 원리에 대한 설

명이다. 틀린 사람 누구인가?

① 택연 : 노란 은행잎에 빛의 삼원색을 비추면

흰색으로 보여.

② 우영 : 파란 셀로판지로 빨간 사과를 보면

사과는 검게 보여.

③ 찬성 : 하얀 풍선에 빨강 빛과 녹색 빛의

조명을 비추면 노란 풍선으로 보여.

④ 준호 : 녹색 셀로판지를 통해 보는 상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녹색 빛만

투과하기 때문이야.

⑤ 준수 : 토마토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토마토가

빨간색의 빛을 반사하고 나머지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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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ㄱ. (가)는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건물의 옆면

을 그렸다.

ㄴ. (나)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상을 정확한 비

례를 통해 그린 그림이다.

ㄷ. (가)는 소실점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표현하

였다.

ㄹ. (나)는 가까운 곳은 넓게, 멀수록 좁게 그려

비례를 표현하였다.

• 보기 •

22. 풍경화에서 원근감의 표현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소실점에 의한 투시도법을 이용한다.

② 화면의 근경, 원경, 중경을 고려한다.

③ 색의 농담이나 붓의 터치로 표현한다.

④ 형태의 크기에 변화를 주어 나타낸다.

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배경을 어둡게 표현한다.

23. 원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실점을 눈높이에 맞추어 공간감을 부여한다.

② 평면에 3차원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미술

기법이다.

③ 원근법은 하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의 화면을

그린 것이다.

④ 원근법적 묘사는 실제로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

를 똑같이 묘사한 것이다.

⑤ 생리학적-심리학적 공간을 수학적 공간으로 변

형시키는 것이다.

24. 그림 (가)는 14세기 조토 디 본도네의 작품이고,

그림 (나)는 14세기 마사초의 작품이다.

<보기> 중 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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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거리감과 공간감이 잘 표현된 그림이다.

ㄴ. 멀리 있는 사물이나 풍경을 색채와 선명도

를 조정하여 표현하였다.

ㄷ. 먼 원경에 있는 사물이나 풍경은 고채도로

표현하여 탁하고 흐리게 표현하였다.

ㄹ. 지평선과 하늘을 명암대비를 강하게 하여

거리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보기 •

25. [그림]은 모네가 1875년에 그린 ‘포플러 나무가

있는 풀밭’이라는 그림이다.

[그림]

<보기> 중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6. 다음은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설명이다.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초점 조절 : 물체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 두께 조

절을 통한 입체감을 형성한다.

② 운동시차 : 상과 눈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빠르

게 변화하고, 거리가 멀면 느리게 변

화하는 것을 통해 거리감을 형성한다.

③ 시야의 크기 :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야의 크기가

크면 임장감이 형성 되어 입체감

을 형성한다.

④ 망막상의 크기 : 시야에 크게 보이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작게 보이

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인지하

여 거리감을 형성한다.

⑤ 공기투시 효과 :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명도가

높고, 먼 곳에 있는 곳은 명도가

낮게 인지하여 거리감을 형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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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ㄱ. 안경을 쓰는 방식뿐만 아니라 안경 없이 3D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도 있다.

ㄴ. 편광 방식을 이용한 방법은 이미지 고유의 색

감을 고스란히 재현할 수 있다.

ㄷ. 색상차를 이용하는 형식은 전용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ㄹ. 색상차를 이용한 형식은 고유의 색을 왜곡시킨

다는 단점이 있다.

ㅁ. 편광 방식은 입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편광안경만 있다면 디스플레이 형식을 구현할

수 있다.

ㄱ. 상을 바라볼 때 두 눈 사이의 각의 차이를

통해 입체적으로 인지한다.

ㄴ. [그림]에서 스마일 간의 거리는 두 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ㄷ. B - A = D - C가 성립한다.

ㄹ. 상의 거리가 눈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양쪽

눈에서 시선에 따른 각의 차이는 작아진

다.

• 보기 •

27. [그림]은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볼 때 입체감을

생기는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

<보기> 중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8. 3D 카메라의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멀리 있는 물체를 찍을 경우 상의 차이가 적다.

② 일정한 거리를 두고 두 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찍

는 방법이다.

③ 인간의 평균 양안 시차는 6.5cm 이지만 상황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여 촬영한다.

④ 사물을 찍는 위치를 수직 축으로 이동하여 두 장

의 사진을 촬영하면, 3D 사진을 만들 수도 있

다.

⑤ 하나의 카메라를 통해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을 제작할 수도 있다.

29. 보기는 3D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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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② B는 밝고 어두움을 구분한다.

③ C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④ D는 사진기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⑤ E는 유리체로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2.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각 구조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수정체로 볼록렌즈처럼 생겼다.

② B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③ C는 투명한 젤리 같은 성분으로 눈의 형태를 유

지한다.

④ D는 망막으로 상이 맺히는 곳이다.

⑤ E는 맹점으로 이곳에는 시각 세포가 없다.

3. 다음 사진은 소의 눈을 해부하여 관찰한 수정체

이다.

수정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르시오.

① 글씨 위에 올려서 보면, 글씨가 더 크게 보인다.

② 모양체 근육을 통해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된다.

③ 오목 렌즈와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

④ 두께의 수축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관찰하기 힘들다.

⑤ 거리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 스스로

두께를 얇게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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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ㄱ. (가)와 B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

다.

ㄴ. A는 볼록렌즈로써, 눈과 다르게 위치를 조정

하여 초점을 맞춘다.

ㄷ. (라)는 시세포, D는 필름으로써 상이 맺히는

곳이다.

4. 그림은 사람의 눈과 사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

이다. 사진기와 사람의 눈을 비교한 표에 알맞은

기호와 이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사진기 사람의 눈

빛의 양 조절 조리개 (ㄱ)

빛의 굴절 렌즈 (ㄴ)

상이 맺히는

곳
필름 (ㄷ)

(ㄱ) (ㄴ) (ㄷ)

① A, 홍채 C, 수정체 F, 각막

② A, 홍채 C, 수정체 D, 망막

③ B, 섬모체 C, 수정체 D, 망막

④ B, 섬모체 A, 홍채 E, 맥락막

⑤ C, 수정체 A, 홍채 D, 망막

5. 다음 그림은 눈과 카메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

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 중학교 (   ) 반 번호 (   )  

- 95 -

㉠ ㉡ ㉢

① 수정체 홍체 망막

② 수정체 유리체 망막

③ 유리체 홍체 망막

④ 유리체 수정체 시세포

⑤ 홍체 수정체 유리체

<보기>

ㄱ. 눈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눈에 들어올

때

ㄴ. 광원인 물체에서 나온 빛이 눈에 들어올 때

ㄷ. 전등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흡수될 때

ㄹ.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올 때

6. 그래프는 사람의 망막에 있는 원추 세포의 빛

의 파장에 따른 흡광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 자료를 보고 사람이 색을 구별하는 원리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① 녹색광에서는 녹색 원추 세포만 반응한다.

② 색의 종류만큼 원추 세포의 종류도 다양하다.

③ 적색, 녹색, 청색 이외의 색은 잘 감지 못한

다.

④ 빛의 파장이 커질수록 많은 종류의 색을 감지

한다.

⑤ 세 종류의 원추 세포가 복합적으로 자극을 받

아 색깔을 구별한다.

7. 다음 <보기> 중 사람이 물체를 보게 되는 경

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8. 다음은 시각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

과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빛 → 각막 → ( ㉠ ) →( ㉡ ) → ( ㉢ )

→ 시각 신경 → 대뇌

9. 다음 중 눈의 조절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극장 안에 있다가 밝은 밖으로 나오면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② 책상에서 책을 읽다가 창 밖의 먼 산을 쳐다보

면 섬모체가 수축하여 수정체가 얇아진다.

③ 바로 앞 교과서의 글자는 잘 보이면서 칠판의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학생은 오목 렌즈로 시

력을 교정해야 한다.

④ 지하실로 내려가면 어두워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잠시 후에는 홍채가 이완되어 잘 보이

게 된다.

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가 드시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져 바로 앞 신문의 작은 글자가 잘 보이

지 않아서 돋보기를 쓰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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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ㄱ. 오른 쪽 눈과 왼쪽 눈을 통해 똑같은 상을 바

라보았을 때 상이 다른 것은 양안시차 때문이

다.

ㄴ. 보통 사람의 동공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6.5

cm에 가깝다.

ㄷ. 단안을 통해 바라보면 상대적 거리를 짐작하기

힘들다.

ㄹ. 단안일 때는 맹점에서는 상을 인지할 수 없지

만, 양안일 때는 맹점에서도 상을 인지할 수

있다.

ㅁ. 멀리 떨어져 있는 상일수록 두 눈에서 상의 차

이는 크다.

ㅂ. 양쪽 눈에 들어오는 상의 차이는 입체감에 영

향을 준다.

ㅅ. 단안을 통해서도 3D 영상을 볼 수 있다.

[10-11]

10. 다음 <보기>는 단안(하나의 눈으로 통해 보는 시

각)과 양안(두 개의 눈을 통해 보는 시각)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11.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답을

고르시오.

① ㄱ, ㄴ

② ㄴ, ㅂ

③ ㅁ, ㅅ

④ ㄷ, ㅁ

⑤ ㄹ, ㅅ

12. 지원이가 백화점 구두 매장에서 조명 아래에 있

는 예쁜 구두를 볼 수 있는 이유로 옳은 것은?

① 구두가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② 눈에서 나온 빛이 구두를 비추기 때문이다.

③ 조명에서 나온 빛이 구두를 비추기 때문이다.

④ 구두에서 스스로 내는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⑤ 조명에서 나온 빛이 구두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13. 다음 그림은 어떤 사람의 눈에 물체의 상이 맺힐

때 빛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사람의 눈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상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항상 물체보다 작다.

② 항상 똑바로 선 모습이다.

③ 항상 거꾸로 선 모습이다.

④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작다.

⑤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지면 점점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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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

ㄴ. 호수에 나무가 비쳐 보이는 현상

ㄷ. 바늘구멍 사진기로 보이는 물체의 모습

ㄹ. 유리컵 바닥의 글씨가 작게 보이는 현상

<보기>

ㄱ. 오목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다.

ㄴ. 볼록렌즈에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 상하좌우가

바뀌지 않는 큰 상이 나타난다.

ㄷ. 렌즈를 통과하는 빛은 렌즈의 얇은 쪽으로 굴절

한다.

ㄹ. 확대경(돋보기)로 사용하는 렌즈는 볼록렌즈이

다.

14. 다음 중 빛의 직진 현상과 관계있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5. 다음 중 빛이 직진하는 성질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그림자가 생긴다.

②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③ 어항 속의 금붕어가 크게 보인다.

④ 지구 상에서 일식 현상이 관찰된다.

⑤ 바늘 구멍 사진기에 상이 거꾸로 생긴다.

16. 다음 중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고르시오.

① 원시 안경에는 오목 렌즈가 사용된다.

② 볼록 렌즈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작고 바르게

보인다.

③ 볼록 렌즈는 원시 교정용 안경에 사용한다.

④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는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

을 한다.

⑤ 오목 렌즈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크고 바르

게 보인다.

17. 렌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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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① 청록색 자홍색 흰색

②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

③ 노란색 흰색 청록색

④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

⑤ 노란색 검은색 청록색

18.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컬러 모니터에서 영상을

나타내는 데에 필요한 최소의 단위를 화소라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빛의합성을이용하여여러가지색을만든다.

② 흰색을표현하기위해서는세가지색이모두필요하다.

③ 자홍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빛을 이

용한다.

④ 빛의 3원색의세기를적절히 이용하면모든색을 다표

현할수있다.

⑤ 한 개의 화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작은 구간으

로되어있다.

19. 그림과 같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조명 빛

이 지나가는 곳에 손바닥으로 가려 빛을 막았더

니 세 그림자 A, B, C가 생겼다.

각 그림자의 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20. 빛과 물체의 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록색 나뭇잎은 초록색 빛만 흡수하기 때문이

다.

② 빨간색 셀로판지는 빨간색 빛을 모두 반사한다.

③ 빛의 삼원색을 한 지점에 비추면 검은색으로 보

인다.

④ 자홍색 옷을 파란색 셀로판지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인다.

⑤ 다른 색을 모두 흡수하고 초록색과 파란색을 반

사하면 청록색으로 보인다.

21. 물체의 색을 보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나

타낸 것은?

① 파란색 셀로판지는 파란색 빛을 모두 반사한다.

② 노란색 바나나는 빨간색과 초록색의 빛을 반사

한다.

③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는 물체는 흰색으로 보인

다.

④ 빨간색 사과를 녹색 조명아래에서 보면 더 빨갛

게 보인다.

⑤ 백색광을 빨간색과 파란색 셀로판종이를 차례로

통과시키면 노란색 빛만 투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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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ㄱ. (가)보다 (나)의 그림에서 입체감이 더 느껴

진다.

ㄴ. (가)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상을 정확한 비

례를 통해 그린 그림이다.

ㄷ. (나)는 하나의 소실점을 가지도록 그려 입체

감을 표현하였다.

ㄹ. (나)보다 (가)는 인물,, 대상, 공간적 거리를

실제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례하게 표현

하였다. 

• 보기 •

22. 다음 중 풍경화를 그릴 때, 근경의 표현 방법으

로 바른 것은?

① 같은크기라도원경보다작게그린다.

② 양감이적게느껴지게그린다.

③ 가능한정확하고자세하게그린다.

④ 대비를적게하여그린다.

⑤ 후퇴하는느낌의색으로그린다.

23. 원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근법은 두 눈으로 본 세상을 그대로 투사하

는 기법이다.

② 원근법적 묘사는 실제로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

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

③ 소실점에 가까운 사물은 먼 사물보다 크게 그

린다.

④ 입체감을 위해 상을 평면으로 옮길 때 모두 실

제와 같은 비율로 투사한다.

⑤ 그림에 공간감과 거리감을 부여하는 미술 기법

이다.

24. 그림 (가)와 (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다. (가)는 베아토 안젤리코가 그린

그림이고, 그림 (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다.

<보기> 중 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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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ㄱ. 소실점을 2개 설정하여 거리감과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림이다.

ㄴ. 사람의 의상을 검은색, 원경을 회색조에 가

깝게 표현하여 색채대비가 이루어져 공간감

이 잘 표현되었다.

ㄷ. 원경에 있는 산이 흐릿하게 표현되어 사람과

거리감이 잘 표현된 그림이다.

ㄹ. 상을 흐릿하게 표현하는 공기 원근법을 이용

하여 원근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 보기 •

25. [그림]은 프리드리히가 1818년에 그린 ‘안개바

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이다.

<보기> 중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6. 다음은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설명이다.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원근법 :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멀어질수록

거리가 조밀해지게 표현하여 거리감

을 형성한다.

② 텍스처 구배 : 근경보다 원경에 있는 상은 상이

조밀하고 많아진다.

③ 그림자 : 물체에 생기는 색채 대비를 통해 입체

감을 형성한다.

④ 중첩 : 사물이 겹쳐 있도록 배치하여 사물 사이

에 거리감과 공간감을 부여한다.

⑤ 진출색, 후퇴색 : 적색은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

껴지고, 청색은 멀게 느껴지는

색의 성질에 따라 거리감이

형성된다.



(          ) 중학교 (   ) 반 번호 (   )  

- 101 -

[그림]

ㄱ. 사물을 바라볼 때 두 눈에 들어온 상은 다르

다.

ㄴ. 단안으로 볼 때는 상을 합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양안보다 선명한 상을 볼 수 있다.

ㄷ. 두 눈이 6∼6.5 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

에 생기는 현상이다.

ㄹ. 멀리 있는 상을 바라볼 때 두 눈에 들어온

상은 차이가 크다.

• 보기 • <보기>

ㄱ. 안경 없이 3D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디스플

레이 방식이 있다.

ㄴ. 색상차를 이용한 형식은 이미지 고유의 색감을

고스란히 재현할 수 있다.

ㄷ. 편광 방식은 안경뿐만 아니라 전용 디스플레이

가 있어야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ㄹ. 색상차를 이용한 형식은 전용 디스플레이 필요

없이 3D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다.

ㅁ. 색상차를 이용하는 형식은 명암 대비가 큰 색

을 양쪽에 삽입한 안경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느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7. [그림]은 두 눈을 통해 바라본 상이 어떻게 하

나의 상으로 인지되는지 표현한 그림이다.

<보기> 중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8. 3D 카메라의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을 고르시오.

① 상에 관계없이 항상 양안시차만큼의 거리가 떨어

져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② 두 눈이 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을 찍는다.

③ 두 눈에서 상의 차이를 통해 공간감을 부여한다.

④ 사물을 찍는 위치를 수평 축으로 이동하여 두 장

의 사진을 촬영하면, 3D 사진을 만들 수도 있다.

⑤ 원경에 있는 사물일수록 상의 차이가 작게 촬영

한다.

29. 보기는 3D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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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 반 번호

부록 C. 수업 평가 설문지

수업 설문지

본 검사지는 여러분이 경험한 ‘3D 카메라 만들기’ 수업에 대한 여러

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되며 성적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

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7일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생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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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을 통해 여러 교과목의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⓵ ⓶ ⓷ ⓸ ⓹

2. 기존의 수업 방식(선생님의 설명 방법, 수업 활동, 수업 진행, 수

업 내용)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3. 수업을 통해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지식이 융합되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⓵ ⓶ ⓷ ⓸ ⓹

4. 교사로부터 수업 활동의 과정과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

었다.
⓵ ⓶ ⓷ ⓸ ⓹

5. 수업에서 활동의 수준은 나에게는 적합하였다. ⓵ ⓶ ⓷ ⓸ ⓹

6. 수업을 통해 ‘3D 카메라 만들기’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였다. ⓵ ⓶ ⓷ ⓸ ⓹

7. 이러한 수업 방식의 수업을 계속 받고 싶다. ⓵ ⓶ ⓷ ⓸ ⓹

8. 수업을 통해 과학 지식과 원리가 일상생활의 많은 곳에 활용된

다는 사실을 알았다.
⓵ ⓶ ⓷ ⓸ ⓹

9. 수업에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물이 부족하지 않았다. ⓵ ⓶ ⓷ ⓸ ⓹

10. 수업 주제에 대한 교사의 수업 방식이 적절하였다. ⓵ ⓶ ⓷ ⓸ ⓹

11. 수업의 주제가 실생활과 연관성이 많은 주제이다. ⓵ ⓶ ⓷ ⓸ ⓹

12. 수업에서 경험한 활동은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에 충
분하다.

⓵ ⓶ ⓷ ⓸ ⓹

13. 수업 후 나의 능력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졌다. ⓵ ⓶ ⓷ ⓸ ⓹

14. 수업 장소는 수업에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적합하였

다.
⓵ ⓶ ⓷ ⓸ ⓹

15. 수업에서 배운 학습량이 적절하였다. ⓵ ⓶ ⓷ ⓸ ⓹

16. 수업의 주제가 흥미로웠다. ⓵ ⓶ ⓷ ⓸ ⓹

17. ‘3D 카메라 만들기’를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융합하

여 적용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⓵ ⓶ ⓷ ⓸ ⓹

18. 지식과 원리를 적용하여, 물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흥

미롭다.
⓵ ⓶ ⓷ ⓸ ⓹

19. 수업에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⓵ ⓶ ⓷ ⓸ ⓹

20.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3D 카메라 만들기’를 제작하는데 필요

한 내용이었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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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과학 수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수업 활동을 수행하기에 공간이 좁게 느껴졌다.

<예시>

좋았던 점 좋지 않았던 점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3D카메라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

◎ 주변 물체의 원리에 대해 궁금하였다.

<예시>

21. 기존의 수업과 다르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⓵ 수업의 주제 ⓶ 수업의 방식 ⓷ 수업의 구성

⓸ 멀티미디어 자료(사진, 동영상) ⓹ 수업의 활동 ⓺ 교실 환경

⓻ 배우는 지식의 양 ⓼ 다양한 교과의 학습 ⓽ 수업의 진행

⓾ 기타( )

22. 문제 21번에서 선택한 보기를 왜 선택하였는지 적어봅시다.

23. 기존의 수업과 비교하여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을 적어봅시다.

24. 수업을 받고 난 후, 수업에 대한 느낀 점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 105 -

수업 제목 소 눈 해부를 통한 눈의 구조 알아보기 지도 교사

일시 2014년 8월 5일 대상
중학교 2학년

영재

STEAM 

요소
S

학습 목표
1. 소 눈 해부 실험을 통해 기관을 관찰할 수 있다.

2. 눈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집단 3~4 명의 조별학습 학습장소 실험실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서론 동기 부여

- 시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여준다.

- 사람이 상을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학생들에게 눈의 구조에 대해 질문한다.

“우리는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을까요?”

“눈 때문에요.”

“눈은 어떤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을까

요?”

3‘

(3‘)

· 멀티미디

어 자료

· PPT

본론

실험 과정 

설명

- 소 눈 해부 재료를 설명한다.

- 소 눈 해부 과정 설명한다.

- 실험실 안전 수칙을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한다.

- 실험 시 주의 사항 설명한다.

4‘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소 눈 해부 

실험

소 눈 해부 실험 재료

- 해부칼, 해부가위, 해부판, 소 눈, 핀셋, 해부침, 라텍스 

장갑, 마스크

- 조별로 실험 재료를 분배한다.

- 소 눈 해부 실험을 진행한다.

- 실험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는 교사가 도움을 준다.

- 해부가 끝난 조는 활동지 1에 소 눈에서 해부한 기

관을 분류하고, 관찰하도록 지도한다.

- 실험이 끝난 조는 실험에 사용한 기구를 정리하도

록 안내한다.

34‘

(38‘)

· PPT

· 실험재료

· 활동지 1

결론

수업 정리 - 실험에 사용된 기구와 소 눈을 정리한다. 3‘

다음 차시 

예고
-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

(4‘)
· PPT

[ 1차시 지도안 : 눈의 구조 ]

부록 D.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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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목 눈과 카메라는 어떻게 닮았을까? 지도 교사

일시 2014년 8월 5일 대상
중학교 2학년

영재

STEAM 

요소
STA

학습 목표

1. 카메라의 구조를 눈의 구조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렌즈와 빛의 굴절 작용을 말할 수 있다.

3. 눈의 조절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3D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학습 집단 개별 학습 학습장소 실험실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서론

전 차시 복습

- 해부한 소 눈 기관을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전 차

시 내용을 설명한다.

- 소 눈 해부를 통해 관찰한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 학생들이 활동지 1에 답한 답안을 발표하도록 지도

한다. 

- 눈의 구조와 기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4‘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동기 부여

 · 동영상 감상

- “Behind the lens of a 41MP Nokia Lumia 1020” 영상을 

Youtube를 이용하여 학생들과 시청

- 카메라의 구조와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카메라의 사진이 찍히는 과

정에 대해 설명해준다.

5‘

(13‘)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본론

카메라의 

구조 설명

-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 눈의 구조와 카메라의 구조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6‘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눈의 조절 

기작 설명

- 눈의 원근 조절에 대해 설명한다.

- 근시와 난시에 대해 설명하고, 렌즈를 통한 교정에 

대해 설명한다.

- 렌즈를 통한 빛의 굴절 작용을 설명한다.

- 눈의 밝기 조절에 대해 설명한다.

- 소 눈 해부를 통해 관찰하였던 내용을 연결시켜 설

명한다.

- 카메라의 초점 원리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11‘ · PPT

시각의 

전달과정

- 시각의 전달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 빛의 성질에 대해 설명한다.

- 시세포와 색을 연결시켜 설명한다.

5‘

(22‘)

· PPT

결론 동기 부여

- 입체감이 있는 사진 보여주기

- 입체감이 느껴지는 사진이 보통 사진과 다른 점을 

학생들이 생각해보게 한다.

5`

· 멀티미디

어 자료

· PPT

[ 2차시 지도안 : 눈과 카메라의 원리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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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감이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준다.

“이 사진들은 어떻게 보이나요?

“물체가 튀어나올 것이 보여요.”

“보통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여? 왜 입체

적으로 보일까요?

“하얀 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하얀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뇌가 하얀 줄을 

인지하면, 하얀 줄을 기준으로 하얀 줄 앞 쪽에 있는 것과 뒤 

쪽에 있는 것을 구분하여 원근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

서 하얀 줄 때문에 물체가 평면에 있지만 뇌는 튀어나오고 있

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3D 영화 

감상

 · 3D 영화 감상

- 적청 방식(Anaglyph) 3D 영화인 “아바타(Avatar)”영화를  

감상

- 입체감이 느껴지는 3D 영화를 보여준다. 

4‘
· 멀티미디

어 자료

3D란 

무엇인가?

- 3D의 정의에 대해 설명한다.

-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3D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

게 보게 한다.

- 3D의 활용 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4‘

· 멀티미디

어 자료

· PPT

다음 차시 

예고
-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

(10‘)

·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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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목 사람은 입체감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지도 교사

일시 2014년 8월 5일 대상
중학교 2학년

영재

STEAM 

요소
STAM

학습 목표

1.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한 가지 색의 상을 관찰할 수 있다.

2. 색깔 필터를 이용하여 두 눈에 다른 색의 상을 관찰할 수 있다.

3. 입체감을 느끼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4. 적청 영상의 원리를 말할 수 있다.

학습 집단 3~4 명의 조별학습 학습장소 실험실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서론 글자 찾기

활동 1_숨어 있는 글씨 찾기
- 준비물 : PPT, 셀로판지, 활동지 3

- 활동 내용 : 빨간색 상자 안에 숨어있는 파란색 글씨, 파란색 

상자에 숨어있는 빨간색 글씨를 보여준다. 학생

들이 여러 색깔의 셀로판지를 이용하여 상자 안

에 글씨를 찾아보도록 한다. 

- 셀로판지에 숨어 있는 글자를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활동 1)

- 어떻게 볼 때 글씨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지 물어

본다.

- 셀로판지를 이용하여 보았을 때 가장 선명하게 보

이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보도록 한다.

10‘

(10‘)

· PPT

· 활동재료

· 활동지 3

본론

원 관찰하기

활동 2_하나의 원 관찰하기
- 준비물 : PPT, 셀로판지, 활동지 3

- 활동 내용 :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을 제시한다. 셀로판지를 

이용하여 한 쪽 눈에 하나의 원만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더 

선명하게 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여 빛의 반

사와 색을 연관 지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을 제시하고 하나의 원을 보

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활동 2)

- 학생들에게 양 쪽 눈에 다른 원이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 학생들에게 양 쪽 눈에 다른 원이 보일 때 상이 어

떻게 인지되는지 학생들이 생각해보도록 한다.

11‘

· PPT

· 활동재료

· 활동지 3

입체 사진 

관찰하기

- 적청 방식(Anaglyph)으로 제작된 3D 입체 사진을 

활동 1과 활동 2에서 했던 방법을 활용하여 관찰하

도록 안내한다.

- 학생들에게 적청 방식의 3D 입체 사진이 어떻게 보

이는지 질문하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 생각

해보게 한다. 

10‘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 3차시 지도안 : 입체감을 느끼는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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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셀로판지를 이용할 때와 이용하지 않을 

때 적청 방식의 3D 사진이 어떻게 보이는 지 비교

해보도록 지도한다.

내용 설명

- 양안시차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 폭주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 적청 방식과 빛의 반사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 3D 사진을 예시로 사용하여 설명한다.

7‘

(28‘)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결론

활동지 정리
- 학생들이 활동지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5‘

다음 차시 

예고

- 활동에 사용한 재료를 정리한다.

- 다음 차시를 안내한다.

2‘

(7‘)
· PPT



- 110 -

수업 제목 3D 카메라를 설계해보자. 지도 교사

일시 2014년 8월 7일 대상
중학교 2학년

영재

STEAM 

요소
STAM

학습 목표
1. 사진과 눈을 통해 바라보는 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2. 입체감이 느껴지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계할 수 있다.

학습 집단 3~4 명의 조별학습 학습장소 실험실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서론

동기 부여
- 입체감이 느껴지는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 입체감이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3‘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전 차시 내용 

복습

- 눈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 원근 조절과 빛의 양 조절에 대해 설명한다.

- 사람이 사물을 입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4‘

(7‘)

· PPT

본론

의문 제시

- 풍경 사진을 제시한다.
(원근감과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진)

- 실제로 보는 풍경과 사진을 통해 보는 풍경이 다른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보도록 한다. 

- 입체감이 느껴지는 3D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떻게 촬영하고, 3D 영상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보는  

사람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생

각해보도록 한다.

5‘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 활동지 3

활동 수행

활동 1_3D 카메라 설계
- 재료 : 활동지 3

- 활동 내용 : 3D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조별로 설계하도록 안내한다. 3D 카메라는 형태

나 구조에 대해 제한 없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이용하여 설계

한다.

-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 3D 카메라를 설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활동 1) 

20‘
· PPT

· 활동지 3

발표

- 조별로 설계한 3D 카메라에 대해 발표한다.

- 설계한 이유와 작동 원리를 중점으로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10‘

(35‘)

· PPT

· 활동지 3

결론

정리 - 조별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준다. 2‘ · PPT

다음 차시 

예고
-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

(3‘)
· PPT

[ 4차시 : 3D 카메라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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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목 3D 카메라를 만들어보자! 지도 교사

일시 2014년 8월 7일 대상
중학교 2학년

영재

STEAM 

요소
STEAM

학습 목표

1. 적청 안경을 만들 수 있다.

2. 설계한 3D 카메라를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입체감이 느껴지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3D 카메라를 제작할 수 있다.

학습 집단 3~4 명의 조별학습 학습장소 실험실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서론

동기 부여

 · 3D 영화 감상

- 적청 방식(Anaglyph) 3D 영화인 “아바타(Avatar)”영화를  

감상

- 적청 방식의 3D 영화를 보여준다.

- 3D 영화가 보통 영화와 어떻게 다른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6‘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활동 안내
 ·  활동

- 적청 안경 만들기

- 3D 카메라 만들기

- 수업에서 이루어질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2‘

(8‘)

· PPT

본론

적청 안경 

만들기

 ·  활동 1_적청 안경 만들기
- 준비물 : 가위, 적청 안경 도면도, 테이프, 셀로판지, 골판

지, 딱풀

- 활동 내용 : 적청 안경 도면도를 골판지에 붙여 자르고, 

셀로판지를 렌즈 위치에 붙여 적청 안경을 

만든다. 

- 학생들이 3D 사진 감상에 활용할 적청 안경을 만들

도록 한다. (활동 1)

9‘
· PPT

· 준비물

프로그램

조작법 설명

 ·  프로그램
- Webcam Capture Program

- Macro Program

- StereoPhoto Maker

 ·  재료

- Webcam 2대

-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와 드라이버 설치를 끝낸 PC)

- 줄자

- 3D 카메라 제작에 활용할 프로그램과 웹캠의 사용

법에 대해 설명한다.

- 필요한 물품을 조별로 분배한다.
5‘

· PPT

· 재료

3D 카메라 

만들기

- 재료를 이용하여 4차시에 작성한 활동지 3을 기반

으로 3D 카메라를 만들도록 지도한다. (활동 2)

· PPT

· 활동지 4

[ 5차시 : 3D 카메라 제작 ]



- 112 -

 · 활동 2_3D 카메라 제작

- 활동지 3을 기반으로 입체감이 느껴지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3D 카메라를 제작한다. 제작한 3D 카메라를 통해 활동

지 4를 작성한다.

- 학생들이 만든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적청 방식의 

3D 입체 사진을 만들도록 지도한다.

- 활동지를 기입하면서 설계했던 3D 카메라의 문제점

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3D 입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3D 카메라를 설계해야할지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22‘

(36‘)

· 프로그램

  설명서

· 유인물 1

· 재료

결론
다음 차시 

예고

- 주변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변

한다.

-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

(1‘)

·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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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목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3D 입체 사진을 만들어보자! 지도 교사

일시 2014년 8월 7일 대상
중학교 2학년

영재

STEAM 

요소
STEAM

학습 목표

1. 입체감이 느껴지는 적청 방식 3D 사진을 만들 수 있다. 

2. 양안시차와 3D 카메라 구조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입체감을 느끼는 원리와 3D 카메라의 구조의 관련성을 말할 수 있다.

학습 집단 3~4 명의 조별학습 학습장소 실험실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서론

동기 부여

- 적청 방식의 3D 사진을 보여준다.

- 학생들에게 만들 결과물을 미리 보여주어 동기를 

유발한다.

3‘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활동 안내
 ·  활동

- 적청 3D 사진 만들기

- 3D 카메라 만들기

- 수업에서 이루어질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1‘

(5‘)

· PPT

본론

3D 사진 

만들기

활동 2_3D 카메라 제작

- 활동지 3을 기반으로 입체감이 느껴지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3D 카메라를 제작해보자. 제작한 3D 카메라을 통해 활

동지 4를 작성한다

- 5차시에 작성한 활동지 4를 기반으로 적청 방식의 

3D 입체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3D 카메라를 만들

도록 지도한다.

- 가장 입체감이 느껴지는 3D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그 구조와 시각의 인지 과정을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34‘

· PPT

· 활동지 4

· 프로그램

설명서

· 유인물 1

· 재료

양안 시차 

설명

- 양안시차의 개념과 3D 카메라의 구조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 적청 방식이 어떠한 방법으로 입체감을 주는지 설

명한다.

5‘

(39‘)

· PPT

결론
다음 차시 

예고

- 주변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변

한다.

-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

(1‘)

· PPT

[ 6차시 : 적청(Anaglyph) 방식 3D 사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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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목 나도 영화제작자! 3D 영화를 만들어보자_1 지도 교사

일시 2014년 8월 7일 대상
중학교 2학년

영재

STEAM 

요소
STEAM

학습 목표

1. 입체감을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할 수 있다.

2. 편광 방식 3D 사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입체감이 느껴지는 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만들 수 있다.

학습 집단 3~4 명의 조별학습 학습장소 실험실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서론

동기 부여

 ·  동영상

- "Anamorphic Illusion, Drawing a 3D Spiderman" 영상을 

Youtube를 이용하여 시청

- 3D Drawing 동영상을 감상한다.`

- 학생들에게 동영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질문하고, 그

렇게 보이는 이유에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 동영상에서 입체감이 느껴지는 원인이 원근법이라

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킨다.

4‘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편광 방식 

설명

- 학생들에게 빛의 편광 현상을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여준다.

- 빛의 편광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 편광 현상을 이용한 3D 안경의 원리를 설명한다.

2‘

(6‘)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본론

활동 제시  ·  활동 

- 편광 방식의 3D 사진 만들기

- 수업에서 이루어질 활동을 제시한다.

1‘ · PPT

개념 설명

-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한다.

- 예시를 설명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 3D 영화와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결시키

도록 설명한다.

5‘ · PPT

[ 7차시 :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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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조작법 설명

 ·  프로그램
- Webcam Capture Program

- Macro Program

- StereoPhoto Maker

- StereoMovie Player

 ·  재료

- Webcam 2대

-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와 드라이버 설치를 끝낸 PC)

- 줄자

- 3D 카메라 제작에 활용할 프로그램과 웹캠의 사용

법에 대해 설명한다.

- 필요한 물품을 조별로 분배한다.

4‘
· PPT

· 재료

편광 방식 

3D 사진 

제작
활동 1_편광 방식 3D 사진 만들기

- 재료 : 노트북, 활동지 5, 웹캠 2대, 프로그램

- 활동 내용 : 준비한 재료를 통하여 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제작하고, 3D 모니터를 이용하여 그 사진을 직

접 확인해본다. 확인한 사진을 통해 편광 방식

과 적청 방식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 학생들이 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제작하도록 지도

한다. (활동 1)

- 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제작할 때,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요인을 생각하며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 편광 방식의 3D 사진을 직접 제작해보고, 적청 방

식과 편광 방식을 장, 단점을 비교해보도록 지도한

다. 23‘

· PPT

· 활동지 5

· 프로그램 

설명서

발표

- 활동지의 내용을 조별로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 학생들이 발표할 때, 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5‘

(38‘)

결론
다음 차시 

예고

- 주변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변

한다.

-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

(1‘)

·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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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목 나도 영화제작자! 3D 영화를 만들어보자_2 지도 교사

일시 2014년 8월 7일 대상
중학교 2학년

영재

STEAM 

요소
STEAM

학습 목표

1. 원근법의 원리와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2. 스토리보드 작성법을 말할 수 있다.

3. 3D 단편 영화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 있다.

학습 집단 3~4 명의 조별학습 학습장소 실험실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서론 동기 부여
 ·  동영상

- 영화 “건축학개론“를 시청

-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를 보여준다. 

- 영화의 장면의 스토리보드를 보여준다.

5‘

(5‘)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본론

활동 제시  ·  활동 

- 스토리보드 제작하기

- 수업에서 이루어질 활동을 제시한다.

1‘ · PPT

내용 설명

- 원근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 원근법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 원근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작품을 보면서 설명한다.

7‘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 유인물 2

스토리보드 

관련 설명  ·  활동 1_스토리보드 기획하기
- 준비물 : 활동지 5

- 활동 내용 : 조별로 작품명과 조 이름을 정하고, 3D 단편 

영화 제작을 위한 1분 정도의 스토리보드를 

제작한다. 스토리보드를 제작할 때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학습한 내용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 스토리보드 작성법에 대해 설명한다.

- 작성하고자 하는 영화에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

인과 원근법의 원리를 고려하여 구도와 화면을 제

작하도록 지도한다.

- 조별로 1분 정도의 영화의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도

록 지도한다. (활동 1). 31‘

(39‘)

· PPT

· 활동지 5

결론
다음 차시 

예고

- 주변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변

한다.

-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

(1‘)

· PPT

[ 8차시 : 원근법과 스토리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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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목 나도 영화제작자! 3D 영화를 만들어보자_3 지도 교사

일시 2014년 8월 7일 대상
중학교 2학년

영재

STEAM 

요소
STEAM

학습 목표
1. 3D 카메라를 활용하여 3D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2. 스토리 보드를 기반으로 3D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학습 집단 3~4 명의 조별학습 학습장소 실험실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서론 동기 부여

 · 3D 영화 감상

- 편광 방식으로 제작된 "겨울왕국(Frozen)" 영화를 시청

- 편광 방식으로 제작된 3D 영화를 감상한다.

- 영화를 직접 만든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동기를 유발한다.

4‘

(4‘)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본론

활동 제시 ·  활동 

- 편광 방식의 3D 영화 만들기

- 수업에서 이루어질 활동을 제시한다.

1‘ · PPT

편광 방식 

3D 영화 

제작
활동 3_편광 방식 3D 영화 만들기

- 재료 : 노트북, 활동지 5, 웹캠 2대, 프로그램, 3D 모니터

(D2770P-DN)

- 활동 내용 : 제작한 스토리 보드를 기반으로 1분 정도의 3D 

영화를 제작한다. 제작한 영화는 다른 학생들 앞

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다른 조의 

동영상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 

-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편광 방식의 3D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활동 3)

-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3D 동영상

을 만들도록 지도한다.

31‘

· PPT

· 활동지 5

· 프로그램

설명서

· 유인물 2

발표

- 만들어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안내한다.

- 다른 조가 제작한 동영상을 같이 평가한다.

8‘

(40‘)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결론
다음 차시 

예고

- 주변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변

한다.

-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

(1‘)

· PPT

[ 9차시 : 3D 단편 영화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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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목 카드 보드를 이용하여 증강 현실을 경험해보자. 수업모형

일시 2014년 8월 7일 대상
중학교 2학년

영재

STEAM 

요소
STEAM

학습 목표

1. 3D 디스플레이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증강 현실 안경(카드보드)를 제작할 수 있다.

3. 증강 현실 안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집단 3~4 명의 조별학습 학습장소 실험실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서론

동기 부여

 · 동영상

- “Google I/O 2014 - Cardboard: VR for Android”을 

Youtube를 통하여 시청한다.

 ·  어플리케이션 
- Cardboard

- VR Cinema for Cardboard

- 학생들에게 카드 보드를 시청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 어플리케이션 다운 안내 2‘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VR 설명
- HMD (Head Mount Display)의 예시를 보여준다.

- VR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의 원리를 설명해준다.

4‘

(6‘)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본론

활동 설명

- 카드보드의 재료를 조별로 나누어준다.

- 카드보드의 제작 방법을 설명한다.

- 카드보드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준다.

4‘

· PPT

· 멀티미디

어 자료

활동

 ·  활동 1_카드보드 만들기
- 준비물 : 카드보드 도면, 렌즈 2개, 자석, 벨크로, 테이프

- 활동 내용 : 카드보드 도면과 렌즈를 이용하여 카드보드를 

만든다. 카드보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

여 가상현실을 경험하도록 한다.

- 조별로 카드보드를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 조별로 카드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카드보

드를 사용해보도록 한다. (활동 1)

- 입체감을 인지하는 원리를 카드보드와 연결시켜 이

해하도록 지도한다.

24‘

· PPT

· 재료

· 활동지 6

개념 설명

- 카드보드의 구조를 설명한다. 

- 카드보드의 원리를 설명한다.

- 카드보드와 3D의 원리를 연관시켜 설명한다.

6‘
· PPT

· 활동지 6

개념 설명2

- 다양한 3D 디스플레이를 설명한다.

- 사람이 3D로 인지할 수 있는 원리를 정리하여 설명

한다. 

4‘

(36‘)

· PPT

· 준비물

결론
다음 차시 

예고

- 주변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변

한다.

-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

(1‘)

· PPT

[ 10차시 : 3D 디스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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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홍채

수정체 유리체
  투명한 볼록렌즈로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모양체와 모양체 소대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여,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조
절한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에는 모양체 근육이 이완
되고 모양체 소대가 팽팽해짐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가 얇
아져서 빛의 굴절이 작아진다. 반대로 가까운 물체를 볼 
때에는 모양체 근육이 수축하고 모양체 소대가 느슨해지
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빛의 굴절이 
커진다. 이러한 작용을 조절이라 하는데 조절은 물체에 
대한 거리가 변하더라도 망막에 상이 정확하게 맺히도록 
해준다.

망막 & 반사판 시신경 다발

  

     탐구 활동 
【 활동지 1_소 눈 해부 】

 ◉ 소 눈 해부를 하고, 해부한 기관을 분리하여 관찰해봅시다.

학교

반 번호

부록 E.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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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홍채

수정체

유리체

망막 & 반사판

시신경 다발

  

     탐구 활동 
【 활동지 1_소 눈 해부 】

◉ 해부한 소 눈에서 각 부분의 특징을 기록해보자.

◉ 수정체를 통해 글자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 유리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 망막에서 맹점에 상이 맺히면 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

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학교

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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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상자 파란색 상자

숨어 있는 

글자

숨어 있는 

글자

어떻게 볼 

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가?

어떻게 볼 

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가?

  

     탐구 활동 
【 활동지 2_3D 영상의 원리 】

 ◉ 숨어 있는 글씨 찾기

1. 상자에 숨어있는 글자가 무엇인지 관찰해보고, 어떻게 볼 때 글씨가 가장 잘 보이는지 적어보자. 

 ◉ 원 관찰

1. 어떻게 볼 때 하나의 원만을 볼 수 있을까? 하나의 원이 보일 때         색 원이         색으로 

보이는가?

2. 양 쪽 눈에 다른색 원을 보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 입체 사진 관찰

1. 입체 사진이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하고, 이렇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학교

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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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활동 
【 활동지 3_3D 카메라 설계 】

학교

반 번호

[그림 1]

[그림 2]

◉ 사람은 두 눈을 통해 상을 바라보면 상을 입체감이 느껴지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두 눈을 통해 실제 상을 인지하면, 입체감이 느껴지게 나무를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

와 같이 나무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디스플레이(TV, 모니터, 스마트폰)를 [그림 1]과 같이 두 눈

을 통해 볼 때에는 [그림 1]과 같이 다르게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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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화를 촬영하였다. 배급사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려고 하

는데, 관객이 영화를 볼 때 입체감이 느껴지게 하고 싶다. 위 그림과 같이 A, B, C 과정에서 어

떻게 하였을 때, 관객이 영화를 볼 때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할 수 있을까? 

◉ 위의 A, B, C 내용을 정리하여 3D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계해보고, 다음과 

같이 설계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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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활동 
【 활동지 4_3D 카메라 제작 】

 ◉ Anaglyph(적청)방식을 이용하여 3D 입체 사진을 만들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입체감이 느껴지는 

사진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1) [활동지 3]에서 설계한 대로 3D 입체 사진을 찍어보자. 사진이 어떻게 보이는가?

2) '1)'과 같이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이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하고, 입체감이 더 느껴지도록 하기 위

해서는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할까?

3) 어떻게 세팅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입체감이 느껴지는 3D 사진이 만들어지는가?

4)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사진을 찍는 방법을 카메라, 시각의 인지 과정과 연관시켜 설명해보자.

학교

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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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편광

(SideBySide)

편광 방식의 3D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 1분 정도의 3D 영화를 만드는데, 입체감이 느껴지

도록 입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여 만들어보자. 만든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발표하

고, 다른 친구들이 만든 동영상을 평가해보자.

작품명

팀  명

장면번호, 소리, 이야기 요약 주요 장면(간략한 그림) 카메라 액션 및 앵글

  

     탐구 활동 
【 활동지 5_입체감이 느껴지는 편광 3D 사진 만들기】

 ◉ 적청 사진과 편광 방식의 사진의 3D 사진을 비교해보자.

 ◉ 단편 영화 만들기

 ◉ 스토리 보드 계획하기

학교

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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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조

3조

4조

5조

 ◉ 다른 조가 만든 사진을 보고 어떠한지 평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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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보자.

◉ Cardboard를 만들어보자.

  

     탐구 활동 
【 활동지 6_Google Cardboard 만들기 】

 

학교

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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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보드를 통해 볼 때, 영상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구조도를 이용하여 설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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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유인물

교육 자료(1)

3D 카메라 만들기

2014. 8. 5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생물 분과

지도 교사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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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눈의 구조

Ⅰ. 눈의 구조

우리는 눈을 이용해 물체의 모양, 크기, 색깔, 명암, 거리 등을 느끼는데, 이러한 감각을 시
각이라고 한다. 시각으로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우리의 눈은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면, 자극을 인식하여 물체를 볼 수 있다.

1. 척추동물의 시각

사람의 눈은 <그림 1>과 같다. 공막(sclera)은 눈의 가장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흰색의 막
이다. 공막은 다른 막에 비해 거친 촉감을 가지고 있다. 맥락막(Choroid)은 공막 바로 안쪽을 
감싸고 있는 검은색의 막으로써, 얇고 색소를 가진 막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눈의 앞쪽에는 
공막이 투명하게 변한 각막(Cornea)이 있는데, 각막이 고정된 렌즈처럼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각막을 통과한 빛은 동공을 지난다. 수정체는 볼록렌즈 모양으로 빛
을 굴절시켜 물체의 상이 망막에 맺히게 한다. 수정체(Lens) 주위에 있는 섬모체(Ciliary 
body)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섬모체는 각막과 맥락막 사이에 안구방수(Aqueous 
humor)를 꾸준히 분비하여 앞쪽 공간을 채운다. 이 앞쪽 공간에 안구방수가 부족하게 되면 
안압이 높아지고 실명을 초래하는 녹내장이 생길수도 있다. 유리체와 안구방수는 액체 렌즈로
써 빛이 망막에 맺히는데 도움을 준다. 수정체를 통과한 빛은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
(Vitreous humor)를 지나 망막에 도달한다. 망막은 빛이 직접 맺히는 막으로써, 빛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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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막 눈의 가장 바깥쪽 막, 눈의 형태 유지, 눈 내부 보호
각막 공막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  수정체 앞에 있는 얇고 투명한 막

맥락막 공막과 망막 사이에 위치, 검은 색소를 포함하여 암실 역할

망막

맥락막 안쪽에 위치, 시각 세포가 분포하여 상이 맺히는 곳
① 시각 세포 : 원추 세포(색깔 구별), 간상 세포(명암 구별)
② 황반 : 망막의 중심부, 시각 세포가 밀집하여 가장 선명한 상이 맺히는 부분
③ 맹점 : 시각 신경이 모여 지나가는 통로, 시각 세포가 없어 상이 맺히지 않
아 보이지 않음

수정체
볼록 렌즈 모양,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함. 탄력이 있어 두께 조절
(원근 조절)

유리체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있는 반유동성의 투명한 조직, 눈의 형태 유지

홍채
수정체 앞에 있음,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명
암 조절)

섬모체 수축과 이완을 통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
시각 신경 대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
시각 전달 

경로 빛 → 각막 → 수정체 → 유리체 → 망막(시각 세포) → 시각 신경 → 대뇌

<그림 2> 눈과 사진기의 구조 
비교

이는 시각세포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망막에 물체에 반사되는 빛이 맺히게 되면, 시각 세
포가 빛을 감지하게 된다. 시각세포가 빛을 감지하면 
흥분하여 시각 신경에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시각 신
경은 대뇌에 이 신호를 전달하여 시각을 인지하도록 
한다. 대뇌는 여러 시각 신경에서 들어온 신호를 종합
하여, 물체의 모양, 크기, 색 등 시각적인 정보를 인지
할 수 있다. 망막에는 시각 신경다발이 뭉쳐 있는 곳을 
맹점이라고 부른다. 맹점은 시각신경이 뭉쳐 있기 때문
에 시각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맹점에는 상
을 인지할 수 없다. 또한 망막의 중심부위는 중심오목
(Fovea)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
세포가 다른 곳보다 더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빛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상을 더 정확히 인지할 수 있
는 곳이 존재한다.

2.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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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눈의 겉모습을 관찰하고, 해부가 용이하도록 겉에 붙어 있는 지방과 근육을 가위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2. 해부용 칼을 이용하여 공막과 각막사이의 경계면을 0.5 cm 정도 칼집을 낸 후, 해부 
가위를 사용하여 각막을 잘라내고, 핀셋을 이용하여 홍채를 떼어낸다.

Ⅱ. 소 눈 해부 실험

1. 준비물

소 눈, 해부용 칼, 해부용 가위, 해부용 접시, 핀셋, 마스크, 라텍스 장갑

2.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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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체와 유리체를 안구에서 관찰한다.

4. 망막을 제거하고, 눈의 안쪽을 바깥쪽으로 뒤집어 맥락막과 맹점을 관찰한다. 맹점이 
있던 부위의 반대쪽에 시각 신경 다발을 관찰한다.

3. 주의 사항

 1) 해부용 기구는 날카로우므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며, 마스크와 장갑을 낀다.
 2) 눈의 속 구조가 망가지지 않도록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부한다.
 3) 소 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며,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부에 임한다.
 4) 해부가 끝나면 사용한 도구들을 깨끗이 씻고, 해부된 소 눈은 냉동 보관 후 절차에 따

라 폐기한다.
 5) 각막을 분리할 때 해부용 가위의 뭉툭한 쪽을 넣어 잘라낸다.
 6) 망막은 매우 얇아 유리체를 분리할 때 같이 떨어지기 쉬우니 조심해서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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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홍채와 동공

Ⅲ. 눈의 조절 기작

1. 빛의 양 조절

1) 홍채란?

안구를 구성하는 세 개의 층인 안구 섬유층, 안구 혈관층, 안구속층 중 중간층인 안구 혈관
층에는 맥락막, 모양체, 홍채가 위치한다. 홍채는 수정체 앞면에 존재하는 동공 주위의 조직으
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러한 동공의 크기 변화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에 영향을 준다. 각막의 뒤쪽, 수정체의 앞면에 놓여 있으며 모양체와 연결되어 있다.

2) 동공이란?

동공은 외부의 빛이 망막의 시신경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이다. 밖에서 바라보는 동공
은 검은색을 띠며 이는 빛이 동공을 통하여 안구 속으로 흡수되어 반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공의 외부형태는 눈의 색깔에 관계없이 항상 어두운 검은색을 띠게 된다. 하지만 안
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 백내장의 경우에는 빛의 반사 현상이 발생하여 외부에서 바라보는 동
공의 밝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동공은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수축·팽창작
용에 의해 크기가 변하지만, 동공자체 조직에 의한 변형이 아닌 동공을 둘러싸는 홍채의 근육
조직에 의해 동공의 크기가 조절된다. 동공은 가상의 신체부위로서 각막, 수정체 사이에 존재
한다. 따라서 외부에는 관찰하는 동공의 형태는 각막으로 둘러싸인 검은 신체조직으로 보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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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공

<그림 5> 동공 조절

정상적인 경우에는 동공의 모양이 원 형태를 이룬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동공의 모양이 약간 왜곡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채를 구성하는 동공괄약근과 동공산대근이 수축·팽
창 운동을 하며 동공을 원 형태로 만들게 되지만 근육운동의 
차이로 인해 약간 찌그러지게 된다. 그렇지만 대개 그 찌그러
짐이 작아 원으로 간주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동공의 왜곡이 크게 나타나기도 한
다. 사람이 놀람, 긴장, 흥분, 격분 등의 정신적 변화가 생겼을 
때 손에 땀이 난다거나, 몸이 떨린다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 변
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몸의 신경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홍채는 신경이 뇌와 척추에 연결되어 있어 몸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반영한다. 밝은 곳에서 동공이 축소되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확대되는 현상을 관
찰할 수 있으며, 놀랐을 때도 동공의 크기가 변화하게 된다. 의식을 잃었을 때는 동공의 반응
이 정지되는데 이는 곧 홍채신경의 반응이 정지된다는 말과 같다. 또한 질병에 의해 뇌의 신
경신호가 홍채에 전달되면 동공의 왜곡이 훨씬 심해질 수 있다. 이렇듯 홍채의 신경은 뇌로부
터 계속 신호를 받으며 몸의 상태를 표현해 준다. 

사람은 물체를 보기 위하여 안구를 이동시킨다. 이때 홍채는 안구의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
므로 안구이동에 따라 함께 움직이게 된다. 홍채 내에 존재하는 동공은 홍채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변하기 때문에 안구의 움직임에 대한 동일한 위치변화량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동공은 몸의 긴장상태에 의해 꾸준히 수축, 팽창운동을 하고 있으며, 동공의 크기 변화와 함
께 그 중심도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동공의 위치는 유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동공은 
홍채의 중심부분에 존재하지만 동공의 중심과 홍채의 중심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동
공의 중심은 홍채의 중심으로부터 얼굴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3) 빛의 양 조절

홍채는 환상근(윤상근)과 방사근을 이용하여 동
공의 직경을 늘리거나 줄여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어두운 곳에 있을 경우 교감 신경의 자극으로 홍
채의 방사근이 수축하여 동공이 확장한다. 이를 통
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증가한다. 밝은 곳에 있
을 경우 부교감신경의 자극으로 홍채의 환상근이 
수축하여 동공이 수축된다. 이를 통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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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가까운 물체를 볼 때

<그림 6> 어두운 곳에서 홍채와 동공 <그림 7> 밝은 곳에서 홍채와 동공

2. 원근 조절

1) 원근 조절의 원리

원근 조절은 물체의 거리에 관계없이 상이 망막위에 정확히 초점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능
력을 말한다. 원근 조절은 모양체 평활근의 수축에 의해 일어나는데, 모양체의 평활근은 틈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괄약근과 같다. 모양체의 평활근이 이완하면 그 틈이 넓어진다. 그
래서 모양체의 평활근 이완은 진대와 맥락막에 장력을 가하여 수정체를 팽팽하게 당기게 된
다. 반대로 모양체의 평활근이 수축하면 진대와 맥락막이 이완되어 수정체를 두꺼워진다.

2) 원근 조절의 기작

(1) 가까운 물체를 볼 때 : 모양체의 평활근이 수축하면 맥락막을 잡아당기고, 진대를 느슨한 
상태로 만든다. 진대가 느슨해짐에 따라 수정체를 당기는 장력이 
감소한다. 수정체는 자체의 탄성에 의해 더욱 둥글게 되고, 볼록해
지게 된다. 이로 인해 초점거리가 짧아져 가까운 곳의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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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먼 물체를 볼 때

<그림 10> 상의 위치에 따른 수정체의 변화

 (2)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 모양체의 평활근이 이완하면, 맥락막이 수축시키고 진대를 잡아
당긴다. 진대가 팽팽해짐에 따라 수정체를 당기는 장력이 증가
한다. 수정체는 진대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얇아지게 된다. 이
로 인해 초점거리가 길어져 먼 곳의 물체를 볼 수 있게 된다.

3. 근시, 원시

1) 시력 

시력이란 시각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되는지를 의미한다. 상의 얼마나 잘 구분되는지는 눈
의 해상력에 의해 결정된다. 해상력은 두 개의 점이 가까이 있을 때 이것을 두 개라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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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눈의 이상(근시)

<그림 12> 눈의 이상(원시)

는 능력, 즉 눈의 분해능을 의미한다. 해상력이 좋을수록(시력 수치가 높을수록) 떨어진 두 점
을 두 점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리는 더욱 가깝다. 반대로 해상력이 낮을수록(시력 수치가 낮
을수록) 떨어진 두 점을 두 점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진다.

2) 근시

근시는 수정체가 너무 두껍거나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길거나, 수정체의 굴절이 너
무 심할 때, 물체의 상이 망막 앞에 맺혀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이러한 근시는 오목렌즈
를 이용하여 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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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

원시는 수정체가 너무 얇거나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짧거나, 수정체의 굴절이 약할 
때, 상의 초점이 망막 뒤에 맺힌다. 따라서 먼 곳에 있는 물체는 잘 볼 수 있지만, 가까운 곳
에 있는 물체는 정확한 상을 보기 힘들다. 이러한 원시는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교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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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색

1. 망막과 시각 전달

망막은 안구의 안쪽 면을 덮고 있는 막으로, 몇 개의 세포가 층을 이루고 있다. 빛을 느끼
는 것은 망막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시세포(視細胞)이다. 시세포는 그 돌기의 모양에 따라 원
추세포와 간상세포의 두 종류로 구별한다. 

원추세포는 망막 중심부에 많이 분포하고, 빛이 강할 때 작용하며, 색깔을 구분한다. 간상세
포는 망막 주변부에 많이 분포하고, 어두운 곳에서 약한 명암의 차를 느낀다. 시세포는 양극
세포를 통하여 신경세포에 연결되어 있는데, 원추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신경세포와 대
응하고 있으므로, 물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적당하다. 간상세포는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
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다. 신경세포의 돌기는 시속신경(視束神經)이 되어, 눈에서 나오면 
교차하여 외측슬상체(外側膝狀體)에서 끝난다. 이 때 두 눈의 왼쪽 반이 좌측슬상체로 가고, 
오른쪽 반이 우측으로 간다. 외측슬상체에서 시방선(視放線)을 거쳐 같은 쪽의 후두엽의 시각
령에 이른다.

2. 색

물체의 색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부딪힌 후에 산란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들어온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시각 세포의 흥분 및 뇌의 인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색의 결정은 눈에 들어온 전자기파가 어느 시세포를 흥분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15]와 같이 시세포는 파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원추 세포는 파장에 따라 반응을 달리하
는 3종류가 있는데 [그림 15]를 보면 넓은 영역의 파장에서 반응을 한다. 청색(B) 원추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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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세포의 파장에 따른 반응

400-500 nm, 녹색(G) 원추세포는 
420-650 nm, 적색(R) 원추세포는 
480-700 nm에서 반응을 한다. 청색 
원추세포는 440nm에서 최대의 감도를 
가지고, 녹색 원추세포는 545 nm, 적
색 원추세포는 580 nm에서 최대의 감
도를 갖는다. 따라서 각각을 B(Blue), 
G(Green), R(Red) 원추세포라 한다. 이
와 같은 이유 때문에 빛의 삼원색을 적
색, 녹색, 청색(RGB)라고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원추세포를 통해 인간은 3가지 
색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원추세포가 얼마나 흥분했느냐에 따라 
전기 신호의 크기가 달라지고 뇌에서는 
이들 전기 신호들을 종합하여 색을 판
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세포는 3가지 

색을 인식하지만 시세포의 반응 정도에 따라 뇌에서 다양한 색을 인식할 수 있다. 원추 세포
는 역치가 높아서, 강한 빛에 반응한다. 간상세포보다 역치가 50-100배 높다. 이러한 원추 세
포는 물체의 형태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간상세포는 530 nm에서 최대의 감도를 가진다. 간상세포는 원추 세포와 다르게 역치가 낮
고, 약한 빛에 반응한다. 또한 한 가지 색만 인지하기 때문에 물체의 명암을 구분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역치가 낮기 때문에 어두운 빛에서 잘 기능하여, 밤에 사물을 구분하는데 사용되기
도 한다. 

3. 색의 혼합

1) 가산 혼합
가산 혼합은 빛의 혼합에서 생긴다. 가산 혼합은 TV, 

모니터, 프로젝터, 무대와 디스코 조명에 적용된다. 이 
법칙은 염료나 페인트 혼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옆에 
그림처럼 3개의 조명이 각각 흰색 빛을 내도 필터를 투
과하면 필터의 색과 동일한 색이 스크린에 비친다. 또한 
빛끼리 중첩되는 분야에서 다른 색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렇게 중첩을 통해서 거의 모든 색을 얻
을 수 있다. TV나 모니터에서는 중첩시키는 대신 화소라 
부르는 작은 면적에 세 가지 색을 가깝게 놓는다. 화소
는 매우 작아서 정상적인 시청 거리에서는 빨간색, 초록
색, 파란색의 세 가지 빛이 가법으로 혼합된 색이 보인
다. TV나 컴퓨터 스크린을 확대경으로 보면 화소를 개별
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산 혼합은 다른색 빛이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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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새로운 색의 빛이 생긴다. 빨강과 파랑이 섞이면 자홍색 빛이 나타나고, 파랑과 초록이 
섞이면 청록색 빛이 나타난다.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노랑색 빛이 나타난다. 3가지 색이 다 
섞이면 흰색 빛이 나타난다. 이러한 가산 혼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는 두 
색을 아무리 더해도 나머지 한 색을 만들 수 없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색을 적절한 비율로 모
두 더하면 흰색을 만들 수 있다. 

 2) 감산 혼합

 감산 혼합은 컬러필터나 컬러사진을 겹쳐 놓을 때 적
용되며, 페인트나 잉크로 된 물감혼합이나 컬러 인쇄와 관
련이 있다. 혼합한 색이 원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지는 색
이 나타나는 혼합 방법이다. 물감을 섞거나 필터를 겹쳐 
끼우면 순색의 어두워지는 현상이다. 자홍(Magenta)과 노
랑(Yellow)의 색필터를 겹치면 원래의 자홍이나 노랑보다 
어두운 빨강이 된다. 이것은 양쪽 색필터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파장만 투과하기 때문이다. 자홍과 청록(Cyan)의 
필터가 겹치면 두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어두운 파랑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록과 노랑의 경우 명도 낮아지는 초
록색이 보인다. 이것도 청록과 노랑 필터를 통과할 수 있
는 초록색이 보인다. 그리고 세 개의 필터가 모두 겹쳐지
는 부분에는 검정색이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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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근법

1. 원근법의 활용

원근법이란 3차원 물체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편평한 종이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근법은 회화뿐 아니라 건축, 조경, 인테리어, 무대장치, 증강현실, 로봇 프로그래밍에 활용
된다. 원근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3차원 공간의 한 점에서 가상의 직사각
형, 즉 화폭을 지나서 관찰자의 눈에 이르는 빛의 움직임을 그려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물
체를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므로 물체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작아지고, 가까
워지면 커진다. 그리고 시선과 같은 방향으로는 물체의 차원이 시선에 수직한 방향의 차원보
다 상대적으로 더 작아진다. 즉 표현하고자 하는 물체는 시점과 시선의 방향에 따라 입체적인 
물체가 평면 위에 표현되면서 차원이 2차원으로 나타나고, 그 모양이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난다.  

평행선을 포함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평행선이 만나는 점이 생기고 이를 소실점
(vanishing point)이라고 한다. 소실점의 위치와 수에 따라서 물체의 원근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① 1점 소실 원근법은 3차원적인 부피감을 나타내는 기초 기법으로 평행선 원근법이라고도 
한다. 

② 2점 소실 원근법은 사선 원근법이라고도 한다. 소실점이 2개로 화면의 양쪽에 있다.
③ 3점 소실 원근법은 공간 원근법이라고도 한다. 소실점이 3개로 양쪽과 위쪽이나 아래쪽

에 있다.  

소실점이 1개 소실점이 2개 소실점이 3개

원근법에서 중요한 요소로써 시선의 방향(위치)가 있다. 원근법은 3차원의 상을 2차원에 투
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쪽 눈으로 보는 상을 투영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시야가 중요하므로 시선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림과 같이 A, B, C의 사람이 똑같은 물체를 바
라보아도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인지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눈의 높이이다. 눈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의 위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눈의 높이는 사물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는 지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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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의 방향 

 눈의 높이 

2. 원근감과 공간 표현

1) 상대적 크기

공간감이나 거리감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물의 크기를 이용하는 것이
다. 우리는 같은 크기의 사물이 멀고 가까운 차이에 의해 상대적으로 작거나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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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델하르니스의 길(마인데르트 호베마) 발레수업(에드가 드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마인데르트 호베마의 작품 ‘미델 하르니스의 길’ 은 거리감 표현의 대
표적인 사례로 흔히 등장하는, 눈에 익은 풍경화이다. 화면 중앙의 길을 따라 늘어선 키 큰 
가로수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작아지며 감상자의 시선을 화면 깊이 이
어진 길의 끝으로 이끌어 간다. 또 멀리 보이는 건물과 인물들도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게 함
으로써 거리감을 표현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에드가 드가의 ‘발레수업’ 은 파리 오페라좌
의 발레연습실을 그린 이 작품에서, 맨 앞에서 맨 뒤의 무용수들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작
아진 인물의 크기는 공간과 거리감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화면에서 
사물의 크기 외에도 공간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화면 중앙 뒤편의 창문이다. 실외의 
밝은 빛이 들어오는 이 창문은 실내 풍경의 공간 한계를 뛰어넘어 감상자의 시선을 실외까지 
연장시킴으로써 회화적 공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그림에서 창문 부분
이 벽으로 막혀있다고 가정하면 공간은 매우 답답하고 실제보다 작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 창문의 유무나 크기에 의해 공간의 크기가 실제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2) 중첩

사물이 겹쳐 있는 경우 우리는 거리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중첩은 
화면에서 공간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또 중첩되는 대상의 크기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공간의 크기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원리를 통해 화가들은 화면에 존재하는 공간
의 깊이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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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덮인 지붕(카유보트)  크루마우의 풍경(에곤 쉴레)

파리에서 활동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이자 미술 후원자이기 했던 카유보트의 작품인 ‘눈 
덮인 지붕’ 은 발코니에서 내려다 본 듯한, 눈 내린 겨울 도시의 차갑고도 아기자기한 인상을 
담은 풍경화이다. 전경의 건물 뒤로 중첩된 많은 건물과 구조물들은 우리 눈에 익숙한 자연스
런 거리와 공간을 형성하였다. 더불어 전경의 흰 눈에 덮인 커다란 지붕은 고명도의 흰색 면
으로, 강한 입체감은 물론 화면 전체에서 가장 돌출하는 효과로 거리감과 공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수와 노스탤지어(향수), 몽환적이면서도 불경한 에로티시즘, 억누르기 힘든 충동의 매력을 
지닌 인물 드로잉으로 널리 알려진, 오스트리아 빈의 천재화가 에곤 쉴레. 그의 작품에서 두
드러지는 표현상 특징은 강한 윤곽선에 의해 드러나는 형태감과 제한적인 입체표현으로 인한 
평면적이고 구성적인 화면효과이다. 그가 사망하기 3년 전, 25살의 젊은 나이에 그린 풍경화 
‘크루마우의 풍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마치 다각형의 상자를 겹쳐 놓은 듯 중첩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이며 사실적인 풍경화와는 다르게 화면의 깊이와 공간은 납작하게 
압축시켜놓은 것처럼 축소하였다. 이러한 쉴레의 독특한 화면효과는 망원렌즈로 촬영한 사진
처럼 화면의 깊이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입체와 평면의 경계가 모호한 자유로운 공간 
표현방식이다. 외곽선에 의한 형태와 명암표현이 공존하는 이러한 표현방식은 클림트, 모딜리
아니, 로트렉, 베르나드 뷔페 등의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그림 모두 중첩을 
이용한 거리와 공간표현의 예를 보여주고 있지만 카유보트의 자연스럽게 형성된 3차원 공간과 
에곤 쉴레의 압축된 인위적 공간은 화면의 거리와 깊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작가에 따른 공간표현은 매우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대미술에서는 더욱 다양한 공
간표현방법들이 등장한다.

3) 공기 원근법

거리감과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화면 속 대상의 색채와 명암대비, 선명도
를 조절하는 것이다. 사물이나 풍경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광선과 대기의 영향으로 흐리고 탁
해 보인다.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형태는 뚜렷한 윤곽을 잃고 흐릿해지며 색채는 채도가 낮아 
탁하거나 흐려지고 명도대비 또한 약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조하여 원근감의 표현에 
이용한 것이 공기원근법이며 특히 거리감과 공간감이 크고 사실적인 풍경화에서 거의 필수적
으로 사용되어온 표현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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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플러 나무가 있는 풀밭(모네)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프리드리히)

모네의 ‘포플러 나무가 있는 풀밭’ 은 넓게 펼쳐진 대지와 하늘의 깊이감이 두드러진 전형적
인 인상파 화풍의 아름다운 풍경화이다. 근경의 풍성한 꽃밭과 대지를 내려다보듯 우뚝 선 포
플러 나무들은 선명한 형태와 강한 명암대비. 고채도의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중경에
서 가장 먼 원경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상의 형태는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해지고 명암대비
는 약해지며 색상 또한 청회색으로 채도가 떨어져 있다. 화면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지평선 
영역은 하늘의 색채와 비슷해지며 아득히 먼 거리감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그림은 작품에서 근경의 바위와 인물
은 선명한 형태감과 강한 색채로 두드러집니다, 그에 반해 중경에서 원경으로 거리가 멀어질
수록 대상은 점진적으로 흐릿해지고 색상은 회색조로 변하는 공기원근법에 의한 표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경의 짙은 갈색 바위와 인물의 검은 의상은 화면에서 가장 어두운 
색들로 밝은 바다와 강한 명도대비를 이루며 더욱 화면 앞으로 진출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
습니다. 이렇듯 공기원근법과 명도대비에 의한 거리감 표현은 화면에 깊이를 더하고 무한히 
넓은 공간을 표현하는 조형의 원리로 사용된다.

4) 선 원근법

평행선이 뒤로 계속 후퇴할 때 결국 두 선은 우리의 시야가 끝나는 수평선에서 하나의 점으
로 만난다. 이러한 시각적 현상은 길게 뻗어 나가는 철로나 도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래 
전부터 화가들은 이런 현상에 주목해 왔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평행되는 면에 
있는 모든 평행선들은 수평선 위의 한 점에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선이 모이는 점이 바로 소실점이다. 선 원근법은 서양미술에서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매우 유
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 이유는 선 원근법적인 화면구성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매
우 유사해서 사실적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화면구성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쉽다는 점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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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다리(카유보트) 유럽의 다리 1점 투시 원근법

카유보트의 ‘유럽의 다리’ 는 선 원근법에 의한 거리감과 공간감의 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이
다. 오른쪽 흑백으로 전환한 화면에서 인물 뒤 수평선과 소실점을 중심으로 화면 속의 선들이 
모여든다. 여기서 수평선은 곧 화가의 눈높이이며 선 원근법의 기본이 되는 선으로 수평선에 
모든 선들이 모이는 소실점이다. 이처럼 하나의 소실점을 기준으로 화면이 구성된 경우 1점 
투시 원근법이라고 한다.

음악수업(베르메르) 음악수업(베르메르) 2점 투시 원근법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널리 알려진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베르메르의 ‘음악 수업’은 사
실적이고 정교한 묘사와 빈 틈 없이 치밀한 화면구성을 통해 당시 귀족들의 실내 생활을 담은 
작품들 중 하나이다. 음악 수업을 받고 있는 귀부인의 단정한 뒷모습을 창을 넘어온 부드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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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점 조절

수정체는 사물을 볼 
때, 두께를 조절하여 
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이 수정체가 
두께 변화를 인지하여 
물체의 거리를 인지하
고, 그 거리를 통해 
공간감이 생긴다.

(2) 운동 시차

똑같은 속도로 움직
이고 있는 물체라도 
우리의 눈을 기준으로 
상대적 거리가 먼 물
체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가까
운 물체는 빨리 움직
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운동 시차에 의해 거
리감을 느낀다.

조명이 따뜻하게 감싸 이내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한
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깔끔한 실내는 수직과 수평의 비교적 엄격한 분위기지만 바닥에 사선
으로 놓여진 첼로와 풍성하게 늘어진 식탁보. 그리고 바닥 대리석의 장식적 배열은 한결 화면
을 풍성하게 만드는 변화의 요소로 작용한다. 오른쪽의 흑백 화면에서 붉은 선으로 그어진 수
평선을 화면 밖 좌우로 연장시키면 바닥 면을 따라 이어진 노란 선들이 모인 2개의 소실점과 
만난다. 이렇게 수평선에 2개의 소실점이 생기는 경우 2점 투시 원근법이라 한다. 또 수평의 
소실점들과 더불어 고층의 건물을 올려다보거나 내려다 볼 때 수직선에 의한 소실점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를 3점 투시 원근법이라 한다.

5)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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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야의 크기

아이맥스 영화관과 
같이 우리가 보는 화
면이 커질수록 임장감
(Sensation of 
reality)이 형성되어 
공간감을 느낀다.

(4) 텍스쳐 구배

멀수록 시야에 들어
오는 상이 조밀하고 
많아진다. 사람은 작
고 조밀한 상을 멀리 
있다고 인식하여 거리
감을 느낀다.

(5) 그림자
물체에 생기는 명암

을 통해 입체감을 형
성한다. 접시에 생긴 
그림자에 의해 왼쪽의 
접시는 움푹하게 들어
가 보이고, 오른쪽 접
시는 볼록하게 나와보
인다.

(6) 진출색, 후퇴색

적색은 상대적으로 
가깝고 돌출된 느낌이 
느껴지는 색이고, 청
색은 멀고 뒤쪽으로 
후퇴하는 느낌의 색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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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토리보드의 이해

1. 스토리보드

∙ 스토리보드란 촬영에 들어가기 전 종이에 작품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림으로 시각화
(visualization)하는 것이다. 

∙ 스토리보드는 필요에 따라 단순하거나 상세하게 그려질 수 있으며, 제작진이나 연기자들에
게 이 영상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를 비슷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청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 스토리보드는 감독이나 제작자의 머리 속에 작품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최상
의 방법이다. 

∙ 머리 속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말로서가 아닌 그림으로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임은 분명하다. 

∙ 영상은 그 자체가 봄으로써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늘 보고, 그리는 
것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하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영상의 본질은 바로 시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를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 기입된 것은 무엇이든 확실하게 영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야 한다. 

2. 스토리보드의 구성요소

∙ 스토리보드에는 그림, 대사, 음악, 음향, 특수효과, 장면과 장면의 연결방식, 각 쇼트의 길
이 등을 표시한다. 

∙ 그렇다고 이런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가지 그림은 반드시 표시
한다. 

∙ 스토리보드를 그리기 위해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어떻게 표현할 지 개괄적으로 그
리면 된다. 

∙ 스토리보드의 목적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스토리보드의 양식은 A4용지를 길게 세워서 왼쪽은 오디오(audio), 중앙은 그림(pictures), 

그리고 오른쪽은 비디오(video)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성한다. 
∙ 왼쪽의 오디오 부분은 대사나 음악, 음향 등을 표시하고 중앙의 그림부분에는 실제로 촬영

하고자하는 영상을  그리며. 오른쪽의 비디오 부분은 그 영상의 쇼트에 대한 정보, 즉 쇼
트의 크기랄지, 앵글, 시점, 카메라 움직임이나 장면전환 기법 등을 기입한다. 

∙ 그 외에 쇼트의 길이를 미리 고려해 보는 것도 촬영을 할 때 시간을 절약하고 작품의 완성
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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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예시

[ 영화 ‘건축학 개론’ 스토리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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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 장면번호 / 소리, 이야기      ※주요장면의 만화(간략한 그림)          ※카메라 액션 및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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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프로그램 설명서

프로그램 설명서

3D 카메라 만들기

2014. 8. 7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생물 분과

지도 교사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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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노트북 3D 안경

1. 노트북에 웹캠을 연결한다. 2. 웹캠을 노트북 상단에 설치한다.

 + 웹캠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야 연결된 상태!

2-1.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웹캠을 노트북 상단에 

설치!

3. 바탕화면에 MainDemo라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

릭.

Ⅰ. 준비물

Ⅱ. 웹캠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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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inDemo를 작동 시 컴퓨터 화면 2. 빨간 박스 부분 확대

3. 메뉴 확대 4. video source 부분을 클릭해서 Microsoft LifeCam 

HD-5000을 클릭

5. Preview에 start 클릭
5-1. 클릭하면 밑에 웹캠에서 받아들이면 영상이 

출력된다.

Ⅲ. 사진 촬영 프로그램 작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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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단 메뉴에서 frame grabber 클릭 7. 하단에 one-shot frame capture to 메뉴에서 jpeg 

file을 클릭하면 사진이 찍힌다.

7-1.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사진이 저장되었다

는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다.

7-2.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사진이 저장되었

다는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다.

7-2. 저장 위치에 가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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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화면에 StereoPhoto Maker 폴더. 2. stphmkre 더블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3. 실행시 StereoPhoto Maker 프로그램 화면 4. File -> Open Left/Right images 를 클릭

5. 왼쪽에서 찍은 사진부터 열기 6.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 열기

Ⅳ. 3D 사진 합성(적청 방식, Anagly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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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두 사진 모두 열었을 때 화면 8. 화면에 빨간색 사각형과 검은색 사각형이 겹쳐 있

는 아이콘 (Auto) 클릭한다.

9.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회전과 위치 이동, 

자르기를 실행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다음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color(red/cyan)으로 

설정한다.

11. 다음과 같이 Anaglyph 형식의 사진이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2. Full screen 아이콘이나 [Enter]키를 클릭하면 전

체화면으로 Anaglyph 사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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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합성된 적청 형식의 3D 사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Easy adjustment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K]키를 누르면 사진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

14. 아이콘이나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위치와 크기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15. Show/hide border 아이콘이나 [Ctrl] + [B]키를 누

르면 영역안의 사진이 클립보드로 복사되어 그림

판으로 복사할 수 있다.

16. 다음과 같이 하얀색 테두리 안에 부분이 클립보드

로 복사된다. 한글이나 그림판에 [Ctrl] + [V]를 입

력하면 그림이 복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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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웹캠을 더 연결해준다. 2. 웹캠을 연결하면 video source에 두 개의 device가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MainDemo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여 Maindemo 

프로그램을 두 개의 창으로 띄운다.

4. 한쪽 창에 video source로 microsoft LifeCam 

HD-5000로 설정한다.

5. 다른 창에 video source로 microsoft LifeCam 
HD-5000 #2로 설정한다.

6.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하여 frame grabber에서 각각 
사진을 저장하면 두 장의 사진을 쉽게 얻을 수 있
다.

Ⅴ. 웹캠 2대로 사진 촬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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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화면에 StereoPhoto Maker 폴더를 클릭한다 2. stphmkre 더블클릭

3. StereoPhoto Maker 프로그램 화면 4. File -> Open Left/Right images 를 클릭

5. 왼쪽에서 찍은 사진부터 열기 6.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 열기

Ⅵ. 3D 사진 합성(편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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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두 사진 모두 열었을 때 화면 8. 화면에 빨간색 화면과 검은색 화면이 겹쳐 있는 

부분에 Auto라고 써있는 아이콘 클릭

9.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회전과 위치 이동, 

자르기를 실행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메뉴에 File -＞ Save MPO File를 클릭하거나 

Alt+S를 눌러준다.

11. 이름과 위치를 정하고 저장을 눌러준다. 12. 저장하였던 파일의 위치를 찾아가 더블 클릭하면 

3D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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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화면에 [StereoMovie 
Player_v041_Portable]->[stvplye]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2. [stvplye] 실행 화면

3. 메뉴에 [File]-> [Stereo Webcam] ->[Stereo 

Webcam Setting...]을 실행한다. 4. 클릭하였을 때 실행되는 창

5. [Webcam] -> [Left device]에 버튼을 클릭하여
Microsoft LifeCam HD-5000(또는 3000)으로 설정
한다.

6. [Webcam] -> [Right device]에 버튼을 클릭하여
Microsoft LifeCam HD-5000(또는 3000) 1로 설
정한다.

Ⅶ. 3D 동영상 촬영(편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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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정 후 화면. 다른 부분은 Default 값을 바꾸지 

않는다.

8. 웹캠을 6.5 cm 떨어지게 세팅하고, 두 웹캠이  같

은 화각을 바라보게 설치한다.

9. 메뉴에 [File] -> [Stereo Webcam] -> [Stereo 

Webcam Save as]를 클릭한다.

10. 저장할 위치와 동영상과 관련된 설정

11.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두 웹캠이 입력

받고 있는 영상이 출력되고, 동시에 저장 위치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동영상 촬영이 끝나면 [File] -> [Close]를 클릭하

면 동영상 촬영이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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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된 동영상을 일반 동영상 플레이어로 재생하

면 다음과 같이 동영상 두 개를 가로로 붙인 것 

같은 동영상이 재생된다. 

2. 바탕화면에 TriDef 3D 아이콘을 실행하거나 [시작] 
- > [모든 프로그램] -> [TriDef 3D] -> [TriDef 
Portal]을 실행한다.

3. TriDef 3D 실행 화면 4. [3D 비디오 감상]을 클릭

5. [3D 비디오]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재생할 동영
상을 선택할 수 있다. 촬영한 3D 동영상의 경로를 
찾아서 선택 후, [열기]버튼을 클릭

 6. [13 번]에서 플레이하던 영상과 다르게 두 영상이 
겹쳐진 형태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D 
안경을 쓴 상태로 모니터를 보면 영상이 3D로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Ⅷ. 3D 동영상 재생(TriDef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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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일 열기 아이콘 8. 3D 파일 형식 아이콘

9. 파일 반복 아이콘 10. 이전 항목 아이콘

11. 재생/정지 아이콘 12. 다음 항목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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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리 조절 아이콘 14. 3D 활성화 아이콘

15. 이미지 이동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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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화면에 [key macro] -> [Release] -> 
[key-macro]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매크로 프로그램 실행 시 뜨는 창

3. [삭제] 버튼을 눌러 모든 매크로를 삭제한다. 4. [기록] 버튼을 클릭(동작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

5.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F12를 누르면 키보드 키, 
마우스 버튼, 마우스 움직임, 마우스 휠, 시간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F12를 누르
면 기록을 멈춘다.

6. 다음과 같이 임의로 MainDemo 창을 2개 띄우고 동
시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 세팅이 끝나면 F12를 누르고 jpeg file을 2개
의 MainDemo 프로그램 모두에서 누르고, 사진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면 F12를 다시 눌러 기록을 
멈춘다.

Ⅸ.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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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작이 기록된 것을 확인한 후 [OK] 버튼을 눌러 

매크로 기록을 저장한다.

8. 새롭게 매크로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편집] 버튼을 클릭 10. [편집]을 통해 매크로의 단축키, 액션을 추가할 수 

있다.

11. 시작과 중지 단축키를 사용하기 편한 단축키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누른다.

12. 설정이 끝나면 창에서 [전체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한다. 11번에서 설정한 단축키를 누르면 설정
한 동작이 빠르게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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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멀티미디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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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STEAM Education Material

for the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in Science:

Making a 3D Camera

Seong-Won Kim

Biology Education Major,

Dep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is an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creative and convergent

human resources in contemporary society . Therefore,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have endeavored to introduce STEAM

education into the school and classroom. Nevertheless, the lack of

teaching-learning material in schools has made it difficult for teachers

to adopt STEAM educa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EAM materials;

this consisted of a convergence of diverse subjects. By analyzing

textbooks and curriculum documents and reviewing the preceding

literature in the field, we decided ‘Making a 3D camera ’ was a

suitable lesson plan. ‘Making a 3D camera’ is an appropriate theme in

which various subject are able to be converged, it is relevant to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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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and it helps provide problem solving processes to students.

Relevant learning contents were selected to develop materials and

they were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STEAM criteria . On the

basis of the categorized contents,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as

analyzed and 10 lessons of STEAM education materials were

developed. STEAM education materials were designed to help

students to study the design of a 3D camera and to make one, to

take photos and videos, and to create a visual display based on what

they learned. This lesson allows students to learn the principles of

3D technology, the content of which spans various subjects , and to

experience problem solving processes. Moreover, the lesson plan

(using a lesson in the school), work sheets, manuals (using a

program to make a 3D camera), handouts, and multimedia 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for adaptation in the classroom.

Additionally, to discover the effect of a STEAM education lesson,

the developed STEAM materials were used in teaching 19

science-gifted students in middle school (8th grade). To prove its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e pre- and post-tests were

performed by a knowledge scale test (developed test). Using the data

collected in the pre- and post-test, the Wilcoxon Signed-Ranks test

was implemented. To investigate the students’ opinions on the

lesson, the post-test involved a class evaluation questionnaire

(developed test). Using the data collected in the post-test, frequency

analysis was implemented.

As a result, the knowledge scale test of learning effect was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Z= 3.842, p< .001. In detail, in ‘eye (Z=

2.745, p= .006)’, ‘camera (Z= 2.830, p= .005)’, ‘perspective (Z= 3.275,

p= .001)’, and ‘3D technology (Z= 3.602, p< .001)’ area, students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 However, in the ‘ligh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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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did not, (Z= -0.686, p= .493).

Examining students’ opinions about STEAM education in every

area revealed that most students answered positively: lesson content,

teaching methodology, effect, lesson environment, and lesson

evaluation all received positive feedback . However ,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ents answered negatively to the questions about how

different the STEAM class is from the existing class (positive

opinion: 63.2%, neutral opinion: 26.3%, negative opinion: 10.5%) and

the time spent on activities (positive opinion: 47.4%, neutral opinion:

21.1%, negative opinion: 31.6%).

For the descriptive questions about how different STEAM education

is from the existing class, a number of students answered that

‘theme’ (79%) and ‘activity’ (79%) were mostly distinct from the

existing class. The reasons they recognized differences were because

of its convergence of various subjects, the activity in which they

could make a camera by themselves, and using materials which they

hardly ever encounter. To the questions abou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STEAM education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class, students chose ‘theme (84%)’, ‘activity (47%)’, and ‘materials

(21%)’ as the strengths and ‘environment(74%)’ and ‘level of

difficulty(21%)’ as the weaknesses. To the descriptive questions about

their general opinions about the STEAM class, they answered that

their interest in 3D technology had been promoted (37%) and they

want to do similar activities afterward (37%). Furthermore, they

responded that they wanted to utilize convergent methodologies to

solve problems in their real life (16%) an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STEAM education (32%).

keywords : STEAM education, 3D camera, educatio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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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gifted education, sight

Student Number : 2013-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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