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과학탐구대회 운영 계획

목적

1

학생들에게 창의성 함양을 위한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과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운영 방침

2

※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접촉 최소화 방침에 따라 팀 대회는 모두 취소하고 개인 부문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모든 학생이 1인 1부문(영역)에 참가한다.
나. 주어지는 재료 외에 대회에 필요한 재료는 참가 학생 개인이 지참한다.
다. 희망 부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라. 대회 진행 도우미로 활동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 2시간을 부여한다.

세부 추진 계획

3

가. 일시 : 2022. 04. 15.(금) 5 ~ 6교시

나. 대상 : 전교생

다. 홍보 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2. 03. 30.(수) ~ 04. 05.(화)
2) 홍보방법 : 학교 홈페이지와 학급 단톡방에 공지
라. 시상
1) 코로나 19로 인해 학년별, 부문별 참가자의 20% 이내에서 시상한다.
2) 일부 부문에서는 작품성이 없을 시 교과 협의 후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상을 위한 채점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만 성적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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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문별 상세내용
번호

1

부문

융합 과학
(아이디어 산출)

문항 공지 및 재료 제공
<대회 당일 임장교사가 제공>

• 문항 공지
: 대회 당일 시작 시 현장에서 발표
• 작품설명서와 작품설계도 양식(A4)

• 제시된 과학자(18명) 중 한 명 선정

2

과학자에게
편지 쓰기

특이사항 및 학생 준비물
융합과학 측면의 개인역량
(창의성, 융통성, 다양성) 계발
준비물 : 학교에서 제공한
작품설명서와 작품설계도 양식 외에
(볼펜, 연필, 색사인펜, 자 등)은
제한 없음 (본인준비)
인간사회와 자연 생태계 등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과학자를 한 명 선정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담은
편지 쓰기

• 편지에 담아야 할 내용 공지
- 과학자의 업적
- 인류에 끼친 영향
- 자신이 선택한 과학자가 지금 살아
▷ 과학자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날의 인류를
알아보게 함.
위해 부탁하고 싶은 내용
• 편지지 2장 제공
(글자수 700자 ~ 1000자) 정도로
채우면 1장만 제출해도 인정

▷ 과학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임.

• 주제: 대회 당일 시작 시 현장에서 발표
• 그림에 반영할 내용 예시
1. 공간의 변화된 모습 상상하여 표현하기
- 집, 직장, 공원, 도로 등 공간
- 식당, 편의점, 패션몰, 영화관 등등 공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사회에 걸맞은 모형 설계

변화
- 기술과 과학 발달의 변화 등

3

미래 세상
(상상화)
그리기

3. 미래의 활동(직업, 문화생활, 취미 등),
모습(패션, 생김새 등) 표현하기

준비물 : 학교에서 제공한
8절지 외에 나머지 재료
(연필, 색연필, 물감 등)는 제한
없음(본인 준비)

• 학생 준비 및 유의사항
- 머릿속에 미리 구상해 올 것
- 뒷면에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한 설명
100자 내외로 기술하기

과학 개념
미니북 만들기

• 장소
학급교실

• 제출
대회 직후
임장교사가
수합 하여
각 학년부
교무실에
있는
과학교사에게
제출

2. 미래의 살아가는 형태(또는 방법) 표현하기

• 8절지 도화지 제공

4

비고

교과 학습 핵심 내용 추출

• 미니북에 탑재할 교과단원 공지
-학년별로 당일에 제공함
• B4 용지를 접어 8장의 미니북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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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학교에서 제공한
B4 용지 외에 나머지 재료
(볼펜, 색연필, 색싸인펜 등)는
제한 없음(본인 준비)

• 채점
(과학교사)

1) 융합과학(아이디어 산출)
(1) 임장교사가 입실 후 인원을 확인한 후 문항지를 제공한다.
(2) 주어진 시간 안에 작품 설계도와 작품설명서를 완성한다.
(3) 타인의 결과물을 모방한 (작품설계도, 작품설명서)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2) 과학자에게 편지 쓰기

국제단위
계(SI)에
이름을
남긴
과학자들

이름을 딴
과학자

1. Ampere

2. Kelvin

단위

A(암페어)

K(켈빈)

이름을 딴
과학자

7. Volta

8. Ohm

V(볼트)
13. 장영실

단위
그 외
과학자

3. Celsius

4. Pascal

5. Joule

6. Watt

Pa(파스칼)

J(줄)

W(와트)

9. Faraday

10. Tesla

11. Coulomb

12. Hertz

Ω(옴)

F(패러데이)

T(테슬라)

C(쿨롬)

Hz

14. 우장춘

15. 스티븐호킹

16. 파스퇴르

17. 보일

18.멘델레예프

℃(셀시우스,
섭씨)

(1) 희망 부문(1번~18번 중 택1)으로 선택한 학생은 편지를 받을 과학자를 미리 정한다.
(2) 자신이 정한 과학자에 대한 업적과 일생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과학자와 친숙해진다.
(3) 대회 당일 자료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쓴다.
(4) 편지지마다 오른쪽 상단에 학번과 이름을 쓴다.
(5) 편지글은 과학자의 이름을 넣은 인사로 시작한다.
(6) 편지에 담아야 할 내용 3가지와 글자 수 분량(700자~1000자)을 지켜서 쓴다.
3) 미래 세상(상상화) 그리기
(1) 그림에 담겨할 할 기준은 임장교사가 입실 후 공지한다.
(2) 학교 제공 8절 도화지 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와 기구는 각자 준비한다.
(3) 작품 뒷면에 작품설명서를 쓸 때 아래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한다.
제 목
학년 반 번호

성 명

설계도에 대한 설명

100자 내외

4) 과학 개념 미니북 만들기
(1) 미니북에 담겨야 할 과학개념 단원은 임장교사가 입실 후 공지한다.
(2) 미니북 첫 페이지는 책 표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제 목
학년 반 번호

성 명

미니북에 대한 설명

50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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