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비매품이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책의 내용 및 콘텐츠(그림, 사진)의 일부 또는 전체의 무단 복제 및 게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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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러 가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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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치를 소개하기 전, 독도와

사전 준비

4

9월
5

1

사전 안내

수업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해 주세요.

지도 TIP

수업 진행 시 참고하세요.

2

3

4

1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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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물질의 상태 변화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만들기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이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10월

Ⅳ. 기체의 성질

내 꿈을 싣고
하늘을 나는 풍등

사전 준비

1

12월
2

3

4

1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살

3
Ⅶ. 과학과
나의 미래

Ⅵ. 빛과 파동

수학
연계형

2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어떻게 맞설 것인가?
세균 실험 실습 키트 세트

사전 준비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이 시작

펴보기 위해, 관련 영상 자료와 뉴스

를 준비하면서 사용 방법을 미리 안내

명해 주시면 수업 진행에 유용합니다.

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장면 등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학습

해 주신다면 수업 진행에 큰 도움이

줍니다.

목표 전달에 효과적입니다.

됩니다.

모둠별로 3D 모형을 그리

는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잘 구성할

지도 TIP

풍등을 날리는 마지막 차

지도 TIP

모둠별로 미래형 수상 도

지도 TIP

감염병에 관련된 기사나 영

수 있도록 3D 입체 펜의 사용법을 안

시가 진행되기 전에 날씨를 미리 살펴

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

상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셔야 합니다. 날리기 좋은 날과 함

와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주

단원 이해와 학습 활동에 유용합니다.

께 좋은 장소를 미리 선정하시면 좋습

시면 더욱 좋습니다.

74

에리타(Airless tire, 공기가
필요 없는 타이어) 만들기
사전 준비

2

8월

사전 준비

관련된 역사 자료를 준비해서 함께 설

지도 TIP

자유
학기제 편

7월

Ⅲ. 생물의 다양성

독도의 사라진 강치
사전 준비

※ 월별 수업 계획은 학교 및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D 모델링을 보여 줄 컴퓨

니다.

지구를 살리는
쿨링 아이디어
사전 준비

증발 실험, 팬 설치, 냉각기

114

NFC를 활용한
집단 지성 소음 문제 솔루션
사전 준비

학습 활동 이전에 학생들

44

10

첨단 빛, 시대영화 풍속화 속
그 아이, 무슨 말을 할까?
사전 준비

짧은 시간 안에 홀로그램

매력 만점
반지의 제왕
사전 준비

모델링한 반지를 출력하는

터 환경을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필터 설치, 시제품 만들기 등 실험이

로 하여금 NFC Tool 애플리케이션을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사전에 상황

3D 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

하신다면 교수·학습 활동에 매우 유용

많으니, 준비물을 사전에 잘 갖추어 주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과 연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준비하게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합니다.

시면 학습 활동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안내해 줍니다.

끔 안내해 주십시오.

지도 TIP

에어리스 타이어의 이론을

지도 TIP

알코올 실험을 하게 되면

지도 TIP

소음 지도 제작 계획에 필

지도 TIP

지도 TIP

3D 반지 출력은 수업 시간

홀로그램 상자를 제작하는

과 프린팅 시간을 조율하여 임의의 개

여러 과목(과학, 기술, 수학, 미술)과 연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수업을 하

요한 학교 평면도를 미리 준비하여 학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 제작한

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통 2개를 권

계하여 소개해 주시면 교육 과정 연계

기 전에 안전 주의 사항을 꼭 전해 주

생들에게 건네주시면 학습 활동 진행

다면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합니다.

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시길 바랍니다.

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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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머리말

이 책의 활용법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역할이 중요한

이 교재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문제를 찾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STEAM 교육을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STEAM 수업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실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사용 지도 참고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학생들이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융합적 사고 및 문제 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다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STEAM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2012~2017년간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여러 기관의 연구진들이
함께 개발한 STEAM 프로그램 중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고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기존 집필진과 전문 검수 위원은
프로그램의 2015 개정 교육 과정 및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교재가 탄생하였습니다.
https://steam.kofac.re.kr

이 교재는 초등학교 3~4학년 편, 중학교 1편, 중학교 자유학기제 편, 고등학교 1편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 여러분께서는 본 교재를 STEAM 수업의
모델로써 받아들이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게 창의·융합인재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수업 자료로써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재를 통해 STEAM

➊ 교사용 자료 수록
• 활동 자료와 참고 자료를 복사해서 수업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만들어

➋ 2015 개정 교육 과정과의 연계로 수업 활용도 극대화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Science

T

S

과학

Technology
기술

➌ 프로그램별 PDF 파일, 학생 활동지 hwp 파일, 수업에 필요한 자료 제공

STEAM
Mathematics

수학

E

M
A

• 교과 과정 내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마다 관련 교과 및 단원을 소개하였습니다.

Engineering
공학

• 프로그램별 PDF 파일은 물론,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생 활동지 파일, 수업에 필요한
PPT 자료 등은 STEA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곧바로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에 편리합니다.

Arts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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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 FAQ

STEAM 교육에 대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Q1
STEAM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Q4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 과학기술 분야인 STEM에

정해진 시간 내에 STEAM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STEAM 수업을 하면 진도나 시수 부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인문·예술(Arts)이 추가된 것입니다. STEAM 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있습니다. 수업을 블록타임 등으로 편성하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도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함양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은 과학기술 분야 내용을 포함한
분야 간 융합을 의미합니다.

Q2
STEAM 교수학습 준거란
무엇인가요?

Q5
STEAM 교수학습 준거는 초·중등 교육 현장에 STEAM 교육이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으로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세 가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수업과 STEAM 수업의 평가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STEAM 수업에서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황 제시(Context Presentation)는 학습 내용을

있습니다. STEAM 수업 평가는 지식, 기능, 태도 등에 대한 자기평가, 동료평가,

학생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실생활 문제로 인식하고 몰입의 동기를 부여하는

교사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다양한 유형과 방법이 가능합니다.

것입니다.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STEAM 수업 평가를 계획할 때,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는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감성적 체험(Emotional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 여러 친구들의 아이디어들이

Touch)은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와 몰입, 성패의 가치, 도전 의지 등

가치 있고 다양하다는 것에 대한 경험, 동료와의 협력과 상호작용, 친구의 장점을

다양한 경험과 성찰을 강조합니다.

보고 배우는 경험 등 긍정적인 평가가 진행되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프로젝트 수업과 STEAM
수업의 차이점은 무엇인
가요?

STEAM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 분야 내용을 포함한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활동으로,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증진’,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 함양’, ‘과학기술 기반의
실생활 문제 해결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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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1

수업의 흐름 & 교수 · 학습 과정안

각 차시별 수업의 흐름도
및 수업에 필요한 구체적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실제 수업 진
행의 방법이나 절차를 참
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업의 재구성에 참고하
기 위한 2015 개정 교육 과
정과의 연계 내용입니다.

4

차시별 활동 흐름 & 평가 계획

전체 차시의 전개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평가 계획을 통
해 STEAM 수업에서의
수행을 평가와 연계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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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TEAM 교재의 구성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3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 교육 과정 연계

실제 수업을 적용한 선생
님의 추천 정보입니다. 수
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활
용 가능 교과, 필요한 환
경, 준비물, 난이도 등 지
도 가이드를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습니다.

2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활동지 & 참고 자료

학생 활동지와 더불어 시
범 적용을 통해 도출된 실
제의 학생 반응 답안 예시
를 담았습니다. 또한 참고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구
체적인 수업 지도에 도움
이 되실 겁니다.

이 책의 구성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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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어떻게 맞설 것인가?

1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년

난이도

중학교 1~3학년

중(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면 충분함)

학년

차시

1-3

1

관련 교과

보건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감염병의 예방 관리
[9보03–02] 유행성 감염병 발생 과정과 면역의 관계를

활용 가능 교과

준비물

이해하고, 병문안 예절 등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행성

수학, 미술, 보건, 체육

세균 실험 실습 키트 세트
(UV 램프+손 세정 교육 형광 로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와이파이 환경(스마트폰 사용 가능 환경)
또는 컴퓨터실

수학·미술·보건·체육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학급 특색 프로그
램으로 운영할 수 있음

2-3

수학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좌표평면과 그래프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픽토그램 예시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체육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건강과 생활 환경
[9체01-04] 건강과 생활 환경(감염성·비감염성 질환, 기호품
및 약물의 오·남용, 영양 등)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

개발자
추천의 말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감염병(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생물학
적 재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
는 과정에서 수학(수학적 모델링)이 활용되나,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신종 감염병’에 의한 재난 상황을 조사·탐구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4

미술

조형 요소와 원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나아가 최신 과학 기술 속에서 수학의 역할에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에서는 생물학적 재난 문제를 총체적인 측면에서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민하고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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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어떻게 맞설 것인가? 11

주제 개요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본 프로그램은 ‘신종 감염병’을 소재로 학생들이 생물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은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학

학적 재난의 대응 및 수습·복구 단계를 수학·보건(체육)·미

습 활동에 대한 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동료들과

술 교과와 융합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

생물학적 재난의 측면에서 신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는 태도도 함양할 수 있다.

리에 대해 다루는 이 프로그램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감

또한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는

염병의 추이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감염병에

활동을 통해 통계적 소양 또한 기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 수학의 역할과 원리를 이해하

픽토그램 제작 활동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게임 형식의 수

요령을 구체화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하기 학급 프로젝트를

상황 제시 CO

창의적 설계 CD

•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게임
(Pandemic)을 활용하여, 게임에 사
용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통해 감
염병을 분석하는 데 수학이 활용되
는 것을 인지시킨다.
• 감염병에 관한 흥미로운 뉴스 기사
를 통해 감염병과 수학이 서로 어떻
게 관련되어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
시킨다.

•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예측한다.
• 감염병 확산 시 대응 요령을 나타내
는 픽토그램을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ET

• 수학적 모델링 체험을 위한 학급 프
로젝트를 통해 질병 재난의 수학적
접근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수학 교과의 유
용성을 인식할 수 있다.
• 감염병을 막기 위한 ‘픽토그램 만들
기’와 ‘모둠별 픽토그램 의미 맞히기’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성취
감을 경험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내용 목표

과정 목표

•재난의 유형 및 감염병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수학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통계적 활동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해석하고,
이를 수학적 모델링에 적용함으로서 사태 추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다.

차시별 활동 흐름

•수학적 모델링에 의한 감염병 대응 사례와 복구
차시

요령을 픽토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신종 감염병 학급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성원들과의
협업, 배려, 존중 및 성취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질병 재난의 대응 방법 및 요령에 관련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감염병 확산 시 대응

차시명

활동을 경험하면서 창의성을 기르고, 미션(학급

1

프로젝트) 해결을 통해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생물학적
재난?
감염병에
대한 탐색

사회적 재난(생물학적
재난)으로 감염병을
이해하고, 신종
감염병의 특징을 탐색할
수 있다.

수 있다.

STEAM 과목 요소

2-3

신종
감염병A
발생!

수학을 활용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

픽토그램
제작하기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창의적인
픽토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

T E 형광 로션과 UV 램프를 활용하여 질병 확산 과정 분석하기
A 신종 감염병의 종류와 특징 탐구하기,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 실천하기
(픽토그램 만들기)

4
M 수학적 모델링 및 통계를 이용하여 감염병 모델 탐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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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감염병을 다루는 모바일 게임에서 수학이 활용됨을 이해하기
- 문제 상황 분석하기
- 감염병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생각해 보기
재난의 유형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기
- 재난의 정의, 유형 알아보기
- 사회적 재난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해 이해하기
- 신종 감염병 종류 및 특징을 탐색하고 공유하기
감염병 예측 활동으로 수학적 모델링 이해하기
- 통계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 체험하기
- 감염병 모델 탐색하기
- 신종 인플루엔자의 수학적 모델인 SEIR 모델 알아보기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하기 학급 프로젝트
-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감염병 예측하기 학급 프로젝트 수행하기
- 학급 프로젝트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제시하기
모둠별로 픽토그램 제작하기
- 학급 프로젝트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나타내는
픽토그램 제작하기
모둠별 픽토그램의 의미 추측하기
- 모둠별로 제작한 픽토그램의 의미를 추측해 보기

1.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어떻게 맞설 것인가? 13

평가 계획
학생 자기 / 동료 평가 기준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평가 대상
3
우수

평가 항목

평가 대상
( )
2
보통

과목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보건

신종 감염병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의 종류, 특징, 전파 경로, 증상,
치료법, 예방법 등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우수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체육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가
엿보임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감염병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모델에 통계와 같은 수학과 수학적 모델
링이 활용됨을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학의 역할 및 가치를
인식함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어떻게 질병이 확산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도수분포표, 히스토그
램, 도수분포다각형과 같은 통계적 방법으로 자료를 나타내어 질병 확산 및 대응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우수함

뛰어난 성취를 보인 영역의
수행 평가 결과를 기술한
경우

픽토그램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표현하는 픽토그램
을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능력이 우수함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1
미흡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정리하였는가?

1차시

모둠별로 논의하여 감염병 확산이 어느 재난에 속하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기술하고 있는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논리적이고
올바른 태도(목소리, 속도, 시선 처리 등)로 발표하는가?
주어진 물음에 올바르게 답하였는가?

2-3차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통해 감염병을 적절히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올바르게 제시하였는가?
픽토그램을 창의적으로 완성하였는가?
수학
4차시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업을 잘 진행하는가?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는가?

미술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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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학적 재난? 감염병에 대한 탐색

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생물학적 재난, 감염병에 대한 탐색

과목

차시

1/4

보건, 체육

수업의 흐름
보건(유행성 감염병), 체육(건강과 체력 관리)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학습 목표

재난의 유형 및 감염병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감염병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Pandemic)을 통해 감염병과 수학의 관련성에 대한

상황 제시

흥미 유발하기

STEAM

1

교수 학습

문제 상황
분석하기(감염병
속의 수학)

창의적 설계

신종 감염병에 대해 조사하여 다양한 발표 자료 준비하기

감성적 체험

모둠별 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교사

컴퓨터 환경, 형광 로션, UV 램프, 학생 활동지

학생

스마트폰

준거

♣ 학생 답안 예시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통해 학습 동기 유발하기
감염병 예측을 위한 방법 생각해 보기

2

준비물

재난의 유형
알아보기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 학생 답안 예시

문제 상황을 통해 감염병과 수학의 관련성에 대한 동기 유발

재난의 정의, 유형 알아보기

▶▶문제 상황 분석하기
- 학생 활동지의 문제 상황 읽어 보기
- 문제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기

도입
3

신종 감염병
알아보기

tip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화를 통한

5′

공감이다. 제시된 상황이 실제 자기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감염병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기
tip
사회적 재난으로서 감염병을 이해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탐색·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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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대응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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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모둠별 발표 결과 정리하기
- 여러 가지 유형의 신종 감염병 특징 및 예방법에서 대해서 정
리하기

재난의 유형 알아보기

- 차시 안내 및 학급 프로젝트 과제 제시하기

- 자연재해,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의 유형 살펴보기
- 사회적 재난으로 신종 감염병 이해하기

tip 3차시에 이루어질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신종 감염병 예측 및
대응 활동(활동 5)을 위해서는 모의실험을 통한 자료의 수집이 요구

tip

학생들이 재난의 유형과 질병에 의한 재난의 특징을 이해할

되는데, 이는 학급 프로젝트로서 최소 1일 정도의 자료 수집의 시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필요하다. 따라서 1차시 수업에서 학급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

모둠별로 신종 감염병 조사하기

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의 유형, 특징, 예방법 등 조사하기
tip 학급 프로젝트(모의실험) 활동에서는 활동 5에서 제시되어 있
tip

중학교 보건, ㈜와이비엠 2013.

모둠별로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할지 논의하여 그 이유

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학생 활동지에 제시되지 않은 특징에 대해

전개

서도 조사가 가능함을 인지시킨다.

는 연구 절차 중 1~3단계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중증 급성 호흡기증 후군

30′

(SARS)이란

1단계 : 감염병 1차 감염자 및 감염병 조사팀을 선정한다.

정리

10′

2단계 : 감염병 1차 감염자에게는 양손에 형광 로션을 도포한다.

tip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검색 엔진을 통해 신종 감

염병의 특징을 조사하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의 검색 능력이 부족할
경우 검색 방법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제공한다.

tip

연
구
절
차

검색 및 모둠별 논의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단계 : 1일(9시~17시 또는 1교시~6교시) 동안 감염병 조사팀은 형광
로션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매시간 휴대용 UV 램프로
비춰 가며 자료를 수집한다.
4단계 : 수집한 자료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등을 활용해서 나타내 본다.
5단계 :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과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예측과 실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논의해 본다.

서는 검색 활동 및 논의 시간을 정해 주어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활동
시간을 관리하도록 한다.
tip

탐색 결과 발표 및 공유하기

tip

발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모둠별 탐색 결과를

전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학급 프로젝트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단계인 1차

감염자 및 감염병 조사팀 선정을 1차시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한다.

tip

1차 감염자에게 형광 로션을, 감염병 조사팀에게 UV 램프를

제공한다. 1차 감염자는 모의실험 당일에 적당량의 형광 로션을 손에
도포하도록 안내하고, 감염병 조사팀에게는 UV 램프 사용법을 안내
한다. 1차 감염자의 경우 주변인들과 인위적으로 접촉하기보다는 자
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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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학생 활동지

재난의 유형 파악하기

✚ 문제 상황 분석하기
▶ 1. 앞의 문제 상황을 한 줄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감염병과 수학의 관련성을 찾고,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을 예측해 보고자 함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재난의 유형 및 감염병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또는 태블릿PC)

✚ 문제 상황

▶ 2. 자신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구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감염병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자신의 경험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기술
해 봅시다.

최근 발생하는 감염병의 전염 방법, 증상 등의 특징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본다.

어느 날, 친구가 재미있다며 게임 하나를 추천해 주었다. ‘팬데믹(Pandemic)’이라는
보드게임인데 게이머들이 직접 감염병에 맞서는 전문가가 되어 병을 퇴치한다는 내용이
다. 심지어 작년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에 실제 이 게임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더욱더 흥미가 생겼다. 모바일 버전도 있다 하여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

✚ 재난은 무엇이고, 질병(신종 감염병)은 어떤 유형의 재난에 속할까?

아 직접 진행해 보았다. 오호! 나름 재미가 있었다.
이 게임을 하면서 신기했던 점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인구수, 감
염자 수, 회복한 사람 수, 사망 인구수 등 통계 자료를 통해서 현 상황을 잘 분석해야만 게
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수학, 숫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면 치를 떨며 싫

재난
(disaster)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자연 현상이나 사고, 		
감염병 확산 등을 말함

어했는데. 이건 뭐 게임을 하는 건지, 수학을 하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예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신종 플루를 수학이 막을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유형

기사를 보게 되었다.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황사, 적조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인적 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 오염 사고 등

사회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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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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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모둠별로 논의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이 재난으로부터 어디에 속하는지 이유를 들
어 써 봅시다.

참고 자료

재난 및 신종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은 사회적 재난으로, 의료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를 가져 오며
막대한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 재난의 정의, 분류, 단계
➋ 모둠별로 주제를 나누어 신종 감염병을 조사하고, 빈칸을 채워 학생들에게 발표해 봅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자연 현상이나 사고,

시다.

감염병 확산 등을 말하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신종 감염병의
종류

유형
병원체

특징

잠복기

전파 경로

증상

치명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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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진드기 매개 뇌염 등

발생하는 재해
- 인적 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 오염 사고 등
- 사회적 재난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확산

예

예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2002년 11월에 중국 광둥성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된 바이러스 감염병
2~7일, 10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가 병원균일 가능성이 높음. 이 질병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거나 간호하는 사람 또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 등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일어나며, 호흡기 분비물이나
체액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됨
갑자기 38℃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임
감염자의 90%는 1주일 안에 쉽게 회복되지만, 노
인이나 만성 질환자와 같은 허약자의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전되어 약 3.5%가 사망함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무용함.
해열제와 산소 보충 및 기계적 환기에 의존함.
SARS 의심 환자는 격리되며, 공기 전염을 막기
위해 음압실에 격리하는 것이 좋음. 치료제 또는
백신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음

-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황사, 적조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등으로 인한 피해
이런 재난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 갑자기 발생하여 급격한
피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대비하고, 재난 발생 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난 관리는 공통적으로 예방(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그리고 복구(Recovery)의 4단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두 단계는 재난 발생 이전의
단계이며 뒤의 두 단계는 재난 발생 이후 단계이다. 재난 관리의 4단계는 상호 단절적인
과정이라기보다 상호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참고 자료(학생 답안 예시)

피터르 브뤼헐, <죽음의 승리>, 1562 : 중세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을 소재로 그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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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신종 감염병의 현황

차시

약 50년 전에만 해도 국제 과학계와 의료계는 백신과 항생제 개발로 감염병을 정복할 수

신종 감염병A 발생!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이제 무참히 깨졌다. 글로벌 방역 체계의 허점을
틈타 신종 감염병이 끝없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에볼라는 1976년 중앙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했다.

수업의 흐름

에볼라는 지난해 서아프리카로 확산됐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9,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최신호가 보도했다. 에볼라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집중적으로
퍼졌고, 스페인과 영국, 미국 등으로 퍼져 나갔다.

흐름

활동명

1

신종 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과
복구, 수학이
책임진다!

주요 내용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리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은 1981년에 실체가 드러났고,
그 이후 이 질병으로 약 3,900만 명이 사망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밝혔다.
에볼라로 인한 총 사망자는 올해 1월까지 1만 533명이고, H1N1(돼지 독감)으로 불린 신종
플루는 2009년 창궐해 28만 4,500여 명이 사망하였다.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 발병의 핵심 요인으로 환경 변화, 인구 증가, 기계화된 영농,
자연 생태계 파괴, 빈곤 확산, 개도국의 열악한 위생 및 보건 시스템, 여행객의 증가와

♣ 학생 답안 예시

세계화 진전 등을 꼽고 있다. 현대인이 항생제를 남용함으로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를 쉽게
감염병 예측에서 수학의 역할 이해하기

제거하지 못하는 것도 신종 감염병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통계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을 이해하고, 자료를 표현하기

신종 감염병은 미생물이 유발한다. 그러나 지구촌의 가난한 나라는 미생물을 통제할 수 있는

감염병 모델의 사례 및 필요성 이해하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신종 감염병 현황(2015년 1월 기준)
증상

감염 경로

발생 연도

발생 건수

사망자

에볼라 바이러스

출혈 동반 발열

신체 분비물

1976년

2만 4796

1만 533명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면역 체계 파괴

인체 분비물

1981년

7,800만

3,900만명

치매와 정신 및
행동 이상

오염된 소고기
등 섭취

1996년

229

229명

결막염과 감기 및
호흡 곤란

병들거나 죽은
가금류 고기 섭취

1997년

668

393명

열

감염된 사람의
기침과 재채기 등

2009년

집계 불가

28만 4,500명

호흡 곤란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2012년

1293

폐렴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

2013년

453

2

신종 인플루엔자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적용해 보기
♣ 학생 답안 예시

인간 광우병
(vCJD)

H5N1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H1N1인플루엔자
(신종 플루, 돼지 독감)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H7N9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458명
(2015년 6월 현재)

175명

SEIR 모델을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탐색하기

3

신종 감염병A
발생!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하기
(학급 프로젝트)

[출처 : 국가연 기자, 동물·인간 넘나드는 질명 바이러스… 지구촌 새 재앙으로, 세계일보, 2015.07.05.]
[자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가상적인 신종 감염병A의 확산에 관한 학급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결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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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과정안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
학습 주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감염병의 대응과 복구

과목

차시

2-3 / 4

포다각형 개념 알아보기
- 통계를 활용한 수학적 모델링 이해하기

수학
수학(확률과 통계)

단원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학습 목표

황혜정 외, 수학교육학신론,

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세상을 바꾸는 통계> 동영상을 시청할 수

문음사, 2016

있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감염병의 대응과 복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전국 출생자 수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도수분포표,
상황 제시

참고 문헌 :

tip 감염병 상황에서 통계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

과학 전문 주간지 <네이처> 기사를 읽으며 수학이 감염병을 통제하는 전략을 세우는

20′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개념 학습하기

동영상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세상을 바꾸는 통계>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흥미 유발하기

STEAM
창의적 설계

교수 학습

tip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신종 감염병A의 확산 예측하기

복잡한 자료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을 인식하도

준거
감성적 체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의 과정을 통해 동료 간의 협동심 및 타인에 대한

록 지도한다.

배려심 함양하기

교사

이지통계(컴퓨터 환경), 학생 활동지

학생

스마트폰, 필기도구

tip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도 수학적 모델의 한 유형임을 이
해하도록 지도한다.

준비물

전개
감염병을 이해하기 위한 감염병 모델 알아보기
- 감염병 모델의 사례 살펴보기
참고 문헌 :

- 감염병(수학적) 모델이 필요한 이유 탐색하기
10′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tip

감염병 모델 사례 살펴보기의 경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상구ㆍ고래영ㆍ이재화, 신종
인플루엔자의 수학적 모델링,
수학교육논문집. 24(4), 2010

수준에서 되도록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며, 감염병 예측 및 대응 과정
에서 수학적 모델의 역할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콜레라 통제를 위한 수학적 모델 개발> 기사를 통해 감염병

콜레라 통제를 위한 수학적

예측에서 수학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 유발하기

모델 개발(네이처)

도입

5′
tip

수학적 모델, 질병 모델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여

신종 인플루엔자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적용해 보기
- 감염병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단계 이해하기
- SEIR 모델 이해하기
10′

학생들이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한다.
tip

SEIR 모델을 통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자료 분석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모둠별로 히스토그램 또는 도수분포
다각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제시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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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2-3차시

학생 활동지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신종 감염병A 예측하기		

수학적 모델링으로
감염병 대응하기

(학급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 예측 단계 : 감염병 확산 요인에 대해서 예측하기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tip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예측 단계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이지통계 중학교용

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
각형 등으로 나타내기

•신종 감염병의 예측 및 대응 과정에서 수학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자료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
•통계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학급 프로젝트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하면

-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 감염자 수에 대한 자료를(이지통

30′

- 결과 도출하기 :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결과 도출하기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또는 컴퓨터)

tip 교사는 감염병 조사팀이 수집한 자료를 모둠별로 제공하여 활

전개

동 5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 절차의 4단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신종 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과 복구, 수학이 책임진다!
tip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가급적 이지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과학 전문 주간지 <네이처>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수 있도록 장려한다.

콜레라 통제를 위한 수학적 모델 개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하기
- 학급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자료 분석 결과 및 1차시에서 학
습한 감염병 관련 내용을 토대로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마련
하기

tip

10′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학적 모델링 과정 정리하기

새로운 수학적 모델이 최근 짐바브웨를 강타한 치명적인 박테리아성 질환인 콜레라의 발생을
통제하고 최선의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했다.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린 수학 학회에서 발표된 이 수학적 모델은 백신과 위생 및 항생제 치료 수준을
결합하여 계산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의료적인 개입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 연구 결과는 과거에 발생한 감염병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것이지만, 콜레라 전문가들은 이 모델을 통해 질병 발생 과정에서 좀 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주장했다.
…중략…
비록 질병 발생 모델은 이전에도 만들어졌지만 이 연구팀은 최선의 가장 효율적인 개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정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각 치료법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예측하고 있다.
…중략…

-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감염병 예측 활동 내용 정리하기

정리

- 차시 안내 및 과제 제시하기

tip

4차시에 진행될 픽토그램 제작하기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

여 모둠별로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 선정하기 과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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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를 읽고 느꼈겠지만, 수학 이론을 사용하면 감염병이 앞으로 얼마나 유행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수학을 이용해 감염병 유행 시
기나 범위를 파악하게 된다면 질병 확산을 막는 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제부터 감염
병에 대응하는 수학의 활약상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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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

▶ 통계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이란 실세계의 여러 현상을 수학적인 수단(수학적 모델)에 의해 정리하
고 조직하는 활동으로, 수학적 모델은 표나 그래프, 수식, 다이어그램, 구체물 등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서는 관련된 다양한 수치들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는 것, 즉 통계적으로 도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표화된 그

➊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써 봅시다.

히스토그램 :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방법 중의 한 가지
도수분포다각형 : 히스토그램에서 각 계급의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앙을 차례대로 선분으로 연결하여 만든 그래프

래프는 감염병을 예측하기 위한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감
염병 모델을 찾기 위해 표와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➋ 위 도수분포표를 활용하여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을 그려 봅시다.

수학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측하는 모델, 즉 방정식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1) 일별 출생자 수, (2) 일별 사망자 수, (3) 치사율, (4) 완치율, (5) 잠복률 등을 필
요로 한다. 출생자 수는 시시각각 변화한다. 수많은 정보를 쉽게 알아보려면 수집한 자료
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정리해야 한다. 다음 통계청의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 봅시다.

1

2

3

4

5

6

6
5
4
3

<2009년 월별 전국 출생자 수>
월

(개)

7

8

9

10

11

12

명수 44,149 36,681 39,834 37,539 35,864 34,122 35,779 36,169 38,187 37,737 35,172 33,616

2
1
0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천 명)

• 도수분포표

➌ 자료를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모둠별로 논의

➊ 도수분포표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써 봅시다.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

해 봅시다.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어
➋ 위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도수분포표를 완성해 봅시다.
명수
33,000이상~34,000미만

34,000~35,000
35,000~36,000
36,000~37,000
37,000~38,000
38,000~39,000
39,000~40,000
40,000~41,000
41,000~42,000
42,000~43,000
43,000~44,000
44,000~45,000
45,000~46,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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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도수

1
1
3
2
2
1
1
0
0
0
0
1
0
12

▶ 감염병을 이해하기 위한 감염병 모델
➊ 감염병 모델링의 시작
1766년 베르누이는 확률 이론을 이용해 사람들이 천연
두 때문에 얼마나 죽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고, 이
연구를 통해 힘이 약한 천연두 균을 우리 몸에 접종시키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베르누이 (Bernoulli,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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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감염병 모델의 연구 사례들

질병과 관련하여 수학적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바

• 홍역 - 20세기 초 영국 수학자인 하머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홍역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스의 경우에는 잠재기를 고려한 SEIR 모델을 적용하여 그 유행을 예측하고 있다. 이

• 말라리아 - 1902년 병리학자 로스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기생충을 발견하여 그 확산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학적 모델, 즉 방정식에는 몇 가지 필요한 수식과 상수들이 존재한다.

• SIR 모델 - 1972년 스코틀랜드 수학자 윌리엄 컬맥과 예방역학자 앤더슨 맥켄드릭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①출생률, ②사망률, ③치사율, ④접촉률, ⑤잠복률, ⑥완치율

초기 조건과 감염병의 확산 정도를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1905년부터 1년 동안 인도
봄베이(현재 뭄바이)와 1665년 영국의 한 마을에 홍역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정확히 예측했다.

• 스페인 독감 - 1918년과 1919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도 감염병 모델로 환자를 계산했는데 5개월 동안
스위스 제네바 병원에서 보고한 실제 환자 수와 수학적 모델에 의해 계산한 환자 수가 거의 일치했다.

이를 과거의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적절한 값을 구하고, 도식화한
그래프와 거의 일치하는 방정식을 찾아 대입한다면 신종 인플루엔자가 어떻게 유행하고
사망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표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자료들을 SEIR 모델에 적용하여 구한 예측값들의

➌ 왜 감염병 모델이 필요한가?

일부이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2009년 이후에도 또다시 이런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인
간을 위협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과거 감염병을 다시 연구해 수학 모델을 세우는 이

(단위 : 명)

날짜

총인구

감염 대상군

잠재기군

감염군

회복군

사망자군

⋮

⋮

⋮

⋮

⋮

⋮

⋮

2009-11-05

47,152,743

38,567,253

442,401

488,641

7.644,438

990

수학의 계산에서 근접하거나 일치하기 때문에 유사한 감염병을 연구해서 수학 모델을 세울 수 있을

2009-11-06

47,152,215

38,243,292

442,936

502,997

7.894,278

999

것이다. 분석이 가능해 한눈으로 보기도 쉽다.

2009-11-07

47,151,673

37,860,353

442,137

504,259

8.345,929

1,006

2009-11-08

47,151,121

37,509,662

439,704

503,972

8.698,792

1,009

2009-11-09

47,150,562

37,162,418

435,765

501,939

9.051,448

1,008

2009-11-10

47,125,561

36,613,776

436,365

496,162

9.432,879

1,004

2009-11-11

47,149,440

36,482,843

423,578

492,745

9.751,271

996

2009-11-12

47,148,884

36,152,641

415,481

485,693

10.096,054

985

⋮

⋮

⋮

⋮

⋮

⋮

⋮

유는 무엇일까?

✚ 신종 인플루엔자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적용해 보기
만약 현재가 2009년 10월 5일이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원으로서 2009년 11월을
감염병에 대한 수학적 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만들어진다.

대비하여 신종 인플루엔자에 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 어떤 대책을 제시할 것인지
자유롭게 기술해 봅시다.

① 유행하는 질병의 감염 경로를 이해한다.
② 감염 경로에 따라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등으로 나타낸다.
③ 각종 변수들을 결정하고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을 세운다.
④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 신종 인플루엔자의 수학적 모델-SEIR 모델

대책 1

: 11월 5일부터는 감염자 수가 점차 늘어나다 감소하므로 감소하는 시기에 집중 방역한다.

대책 2

: 11월 8일까지 확산 예방에 집중한다.

대책 3

: 11월 9일부터는 방역과 치료에 집중한다. 회복자 수는 점차 늘어나므로 회복자 관리에 집중한다.

(SEIR 모델 : Susceptible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 / Exposed 잠복기인 사람 / Infectious 감염된 사람 /
Removed 회복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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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감염병A 발생!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하기(학급 프로젝트)
시간
▶ 1. 만약 우리 학급에서 신종 감염병A에 감염된 친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떻게 질병이 확
산되는지 분석해 봅시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연구를 수
행하고, 결과를 발표해 봅시다.

3
단
계

•자료수집 1 :

1교시

•자료수집2 :

1교시~ 2교시
5교시 3교시

•자료수집3 :

4교시
점심
5교시

정상군
선도 혜현 상우
5 4 4
3 2 4
3 2 3
1 5 2
1 4 4
0 4 4

정상군
상준 건효
6 6 25
5 6 20
1 4 13
4 4 14
1
6 16
1
6 15

감염군
선도 혜현 상우
2 2 3
4 4 3
4 4 4
6
1
3
6 2 3
7 2 3

감염군
상준 건효
0 0 7
1 0 12
5 2 19
4 2 18
5 0 16
5 0 17

감염병 확산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 학급에서 감염병이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해서
예측해 봅시다.
•도수분포표
•감염병 확산 요인
예측

친구들과의 잦은 접촉, 손을 잘 닦지 않음

단계

수

우리 학급 학생들의 감염자 수
시간
감염자 수

학

0이상~1미만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적
•질병 확산 예측

1차 감염자의 주변인, 주변인의 주변인부터 감염될 것이다.

모
델
링
과

1 단계 : 감염병 1차 감염자 및 감염병 조사팀을 선정한다.

정

4
단
계

합계

7
12
19
18
16
17
0
89

•히스토그램 / 도수분포다각형

2단계 : 감염병 1차 감염자에게는 양손에 형광 로션을 도포한다.
3단계 : 1일(9시~17시) 동안 감염병 조사팀은 형광 로션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매시간

연구

휴대용 UV 램프로 비춰 가며 자료를 수집한다.

절차

4단계 : 수집한 자료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등을 활용해서 나타내 본다.
5단계 :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과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예측과 실제
결과는 어떻게 다른지 논의해 본다.

수
학
적

1
단
계

♣ 학생 답안 예시

5
단
계

•분석 결과

점심시간 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후 손을 씻는 등의 효과로 점점 줄어든다.

•1차 감염자 명단 :
•조사팀 명단 :

모

▶ 2. 1의 활동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모둠별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봅시다.

델
링
과
정

2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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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감염자의 손에 형광 로션 도포

: 점심시간까지 손 소독제 설치
대책 2 : 점심시간에 무조건 손 씻게 하기
대책 3 : 감염자들은 따로 모아 커튼 안에서만 이동하게 하기
대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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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4

차시

수학적 모델링과 감염병 모델

픽토그램 제작하기

수업의 흐름

∷ 수학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ing)
흐름

활동명

1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
실천하기픽토그램 제작하기

주요 내용

수학적 모델링이란 그 모델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 결과를 얻어 내어 실제
현상에 맞도록 그 결과를 재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Blum, 2002;
CCSSI, 2010; Lesh & Doerr, 2003; Mousoulides, Pittalis, Christon, & Sriraman, 2010;
NCTM, 1989, 1991; NRC, 1996) 예를 들면 선거 결과 예측, 원유 가격 동향 파악, 숲의 성장
무늬 등 비수학적인 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찾는 것이 수학적
모델링에 해당된다.(NRC, 1996)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CCSSI, 2010)
(1) 문제 상황 : 상황 속에서 변수를 인식하고,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선택
(2) 형식화하기 : 선택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표, 그래프, 대수, 기하, 통계 등
의 표상을 선택하고 창조함으로서 모델을 형식화
(3) 계산하기 :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연산을 수행
(4) 해석하기 : 수학적 결과를 원래의 문제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
(5) 타당화하기 : 결과를 원래 상황과 비교해서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모델을 개선
(6) 보고하기 : 결론을 제시하고, 결론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추론
[출처 : 한혜숙·최희선, 수학적 모델링 역량. 한국수학교육학회 연보(수학 교육에서 수학적 과정 및 교과 역량), 경문사, 2018]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정리하고, 이를 나타내는 창의적인 픽토그램 제작하기

∷ 감염병 모델(Epidemic Model)
스위스의 수학자 다니엘 베르누이(Daniel Bernoulli)는 1766년 확률 개념을 통해 천연두를
연구하고 이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분석하였다. 영국의 수학자 하머(W. H.
Hamer)는 영국 런던에서 발생했던 홍역이 어떻게 유행하는지에 대해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고,
병리학자 로날드 로스(Ronald Ross)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기생충을 발견하고 그 확산 모델로

2

감염병 예방 행동
요령을 나타낸
다양한 픽토그램의
의미 추측하기

1902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1972년 스코틀랜드 수학자 윌리엄 컬맥(William Kermack)과 예방
역학자인 앤더슨 멕켄드릭(Anderson McKendrick)은 감염병이 유행하기 위한 초기 조건과
감염병의 확산 정도를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수학을 활용해 감염병의 유행

다른 모둠의 픽토그램을 감상한 후 의미 추측하기

시기와 범위를 파악한다면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출처 : 이언경, 신종 플루, 수학이 막는다, 수학동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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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과정안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픽토그램 제작하기! 예측하기(학급 프로젝트)
학습 주제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픽토그램으로 표현하기

과목

차시

4/4
tip

미술, 보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픽토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모둠원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한다.
15′

미술(조형 요소와 원리의 효과), 보건(유행성 감염병)

단원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학습 목표

tip

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창의적인 픽토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전개
상황 제시

픽토그램 제작 시간을 안내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공감하기

tip 픽토그램의 원리를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픽토그램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픽토그램 제작 및 의미 추측 활동을 통한 성취감 획득하기

픽토그램의 의미 추측하기

준거

교사

- 다른 조에서 제작한 픽토그램을 감상하고, 픽토그램이 표현하
고자 하는 행동 요령이 무엇인지 추측하기

픽토그램 관련 자료, 학생 활동지

준비물

tip
학생

사인펜 또는 색연필

다른 조 픽토그램의 의미를 추측하고 맞히는 활동은 게임 형

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정리

학습 단계

10′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모둠별로 픽토그램의 의미를 설명하고, 픽토그램의 의미
를 가장 많이 맞힌 조 시상하기

10′

자료 및 유의점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법에 대한 동기 유발

MEMO

- 픽토그램의 의미 설명 : 픽토그램은 대상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
고 빠르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든 그림 언어이다. 따라서 인종과
픽토그램이란

언어를 뛰어넘어 누구라도 픽토그램을
보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입

10′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픽토그램은 국가적·국제적 약속 체계,
기호 체계, 상징 체계이자 규칙이다.
픽토그램의 예시

tip

픽토그램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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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학생 활동지

감염병 예방하는
픽토그램 만들기

✚ 다른 모둠의 픽토그램 의미 추측하기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창의적인 픽토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
•픽토그램 감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사인펜 또는 색연필

A모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외출한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며,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세요.

B모둠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 증상이 나타나며, 그 후 기침,
근육통,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C모둠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D모둠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중요합니다.

✚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 실천하기 - 픽토그램 만들기
▶ 픽토그램은 무엇일까?
픽토그램은 대상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든 그림 언어이
다. 따라서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 누구라도 픽토그램을 보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을 뜻
하는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픽토그램은 국가적·국제적 약속 체계, 기호
체계, 상징 체계이자 규칙이다.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실제 상황처럼 감염병을 막기 위한 행동 요
령들을 픽토그램으로 만들어 보고, 모둠별로 만든 픽토그램의 의미를 추측해 봅시다.

E모둠
픽토그램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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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 소개

MEMO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감염병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에 대
한 사업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부서로 그 아래에는 감염병관리센
터,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있으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검역소가 포함된다.
각각 독립 기관으로 설립·운영되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
시험소가 통합되어 1963년에 국립보건원으로 발족되었고, 이후 신설 과들을 설립하여 2004년 질
병관리본부로 확대 개칭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중보건위기대응팀(2007), 호흡기 바이러
스과(2009), 장기이식관리센터(2010), 건강영양조사과(2011) 등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현재 보
건·의료 부문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분야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 역학 조사관
영화 <컨테이젼>, 미국 드라마 <메디컬 인베스티게이션>.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역학 조사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역학
조사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발병 요인과 전염 과정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찾아내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일을 말하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역학 조사관이라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건이 해결되는
시간이 짧고 극적이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학 조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로 SARS, AI, 00의원 주사제 부작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원인 미상 중증 폐 질환의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역학 조사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10~30명의 역학 조사관을 선발하고 있다. 역학 조사관이 되려면 대학에서 의학 또는 간호학,
수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실제로 의사, 간호사, 수의사가 역학 조사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출처 : 네이버 영화, 메디컬 인베스티게이션,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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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만들기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년
대상 학년

난이도

중학교 1~3학년

하(문방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기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
역량이면 충분함)

활용 가능 교과

준비물

과학, 기술, 미술, 국어, 수학, 사회

우드락(60㎝×45㎝), 구리관(ø3㎜, 50㎝),
태양전지(6V, 2W) , 자, 칼, 본드 추가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함
스마트폰 권장(없어도 가능)

과학·기술·미술·수학·사회·국어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음

1-3

차시

1

관련 교과

수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좌표평면과 그래프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 또는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국어

토의하기(문제 해결)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

재해 대응 방안
[9사(지리)05-0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을 비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과학

부력
[9과02-04]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출입
[9과05-04]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상태
변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에너지가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찾고 설명할 수 있다.
재해・재난의 대처 방안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기술·가정

개발자
추천의 말

[9기가04-12] 수송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극 지역의 빙하가 줄어들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
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육지 감소, 기후 변화, 생태계의 변
화 등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3

미술

수면 상승에 따라 줄어드는 토지에 대비한 미래 도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건설에 대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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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매체의 탐색과 활용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해
디어를 토의하고 제작해 봄으로서 일등 조선·해양 강국의 자부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수송 기술 문제 해결

수학

정수, 유리수
[9수01-05]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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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개요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최근 온난화로 인해 기상 이변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에서 선박의 기본 요건과 도시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수집

인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구 환경을 지키기

한 후, 수상 도시의 이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토지 마련 및 기상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융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이변에 대비하여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움

을 자연스럽게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설계도에 맞게 움직

직이는 미래형 수상도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실제로 제작하고, 모둠에서 제작

Design Thinking 사고과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개발된 프

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특징을 동료들에게 소개

로그램이다.

하는 활동을 해 봄으로서 미래의 선박 모형과 해양 및 해양

학생들은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

구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 제시 CO

창의적 설계 CD

• <투모로우>-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해류의 흐름을 바꾸게
되고 결국 지구가 빙하로 뒤덮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재난 영화이다.
•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기후 변화, 농업과 삼림의 피해, 해수면 상승
등이 나타나므로 환경을 보존해야 함을 인지한다.

• 수상 도시를 움직일 수 있
는 추진력을 고안하고 미
래형 수상 도시의 크기 및
형태를 디자인한다.

• 움직일 수 있는 수상 도시를 만들어 토지 부족과 기상 이변 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미래형 수상 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감성적 체험 ET

• 자신만의 참신한 아이디
어를 동료들과 공유한다.
• 토의와 발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비
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
을 익힌다.

차시별 활동 흐름
학습 목표

차시

내용 목표

학습 목표

과정 목표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지구 환경의 소중함과 해양의 가치를 깨닫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선박의 기본 요건과 도시 설계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명

•모둠별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설계하여

1

제작하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STEAM 과목 요소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가
필요해요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설계해요

토지난과 기상 이변에
대비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

S 선박의 부력,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출입, 재해·재난과 안전에 대해 알아보기
T E 수송 기술(선박) 문제 해결, 도시 설계하기

3
A 표현 매체, 온난화에 대한 토의, 자연재해 대응 방안 생각하기
M 그래프 해석,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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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투모로우> 영화에서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 살펴보기
-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토의하기
- 지구 온난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 예측하기
환경 오염 방지책 및 환경 보호 방안 토의 및 발표하기
- 환경 보호를 위해 내가, 사회가, 국가가 할 일 토의 · 발표하기
미래의 도시(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필요성 공감하기
- 미래의 도시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기
- 해상 도시, 해저 도시, 수상 도시의 효용성 생각해 보기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설계하기
- 미래형 수상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 알아보기
- 미래형 수상 도시의 크기 결정하기
- 미래형 수상 도시 형태 디자인하기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에 필요한 시설물 결정하기
- 미래형 수상 도시에 필요한 시설물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제작하기
- 설계도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제작하기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제작하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동료들에게 설명하기
- 모둠별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특징 설명하기
- 상호 평가하기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물에 띄워 보기
- 물 위에 모둠별로 제작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띄우기
- 동료들과 관찰 결과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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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계획

차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가 필요해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과목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변화에 대
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는 능력이 뛰어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수업의 흐름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투모로우> 영화에서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 살펴보기

국어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고,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에 대
한 특징 및 차별성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임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
술한 경우

미래형 수상 도시가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미래형 수
상 도시 건설에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함
미래형 수상 도시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하고 실제 도시와 연관 짓는 능력이
우수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
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기술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디자인하고 미래형 수상 도시에 필요한 시설물을 그림
이나 3차원적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남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
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미술

설계도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방식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개성 있
게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남

뛰어난 성취를 보인 영역의
수행 평가 결과를 기술한
경우

과학

<투모로우> 영화 속 장면이 그대로 연출된 듯한 뉴스 장면

1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토의하기

환경 변화
·
·
·

생태계 변화
·
·
·

기상 변화

기타

·
·
·

·
·
·

지구 온난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 예측하기

그림 1. CO2 농도 변화와 기온 변화

그림 2. 현재와 미래의 기온 변화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일 토의 · 발표하기

수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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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물에 띄워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래형 수상
도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산함

기후에 따른 주거·생활 양식의 차이를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환경 보존
을 실천하려는 자세가 엿보임

2

환경 오염 방지책
및 환경 보호 방안
토의하여 발표하기

3

미래의
도시(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형태와 필요성
공감하기

뛰어난 성취를 보인 영역의
수행 평가 결과를 기술한
경우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
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내가 실천할 일
·
·
·

사회가 실천할 일
·
·
·

국가가 실천할 일
·
·
·

미래의 도시 형태와 필요성 공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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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과정안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이상 기온, 기상 이변과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 인식하기
학습 주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가 필요해요

과목

차시

1/3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을 가상한 영화와 혹한을 전하는
뉴스 장면

국어, 사회
국어(토의), 사회(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단원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학습 목표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상황 제시

<투모로우> 영화에서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 살펴보기

STEAM
창의적 설계

교수 학습

- 이상 기온, 기상 이변이라는 용어의 의미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예측하기

- 이상 기온, 기상 이변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생

도입

준거
감성적 체험

각해 보기

환경 오염 방지책 및 환경 보호 방안 토의하여 발표하기

교사

학생 활동지

학생

스마트폰

5′

tip

준비물

 <투모로우> 영화 포스터 및
영화 안내

이상 기온으로 인해 북극 빙하가 녹아 북극곰의 생존에 위협

이 가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는 농업과 삼림, 보건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이상 기온, 기상 이변이 생긴 이유 생각해 보기

tip

이상 기온, 기상 이변은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
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지구 온난화에 대해 알아보기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투모로우> 영화에서 지구 온난화로 겪는 어려움 공감하기

-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알아보기

▶▶최근 나타난 기상 이변 현상들 상기하기

환경 변화

- 세계 곳곳의 이상 기온, 기상 이변과 느낌 발표하기

도입

전개
5′

tip

·
·
·

생태계 변화
·
·
·

기상 변화
·
·
·

기타
·
·
·

 한국환경공단

10′

통합기후 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

교사가 먼저 열대야로 인해 잠 못 이루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

야기한 후 학생들이 뉴스 등을 통해 들은 기상 이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tip

도입 부분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 기상 변화가 일어나 빙

하로 뒤덮이게 된다는 것만 나타나 있지만 지구 온난화에 의해 생태
계 변화와 환경 변화도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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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미래형 수상 도시의 필요성 공감하기

-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미래 지구의 변화 예측하기

- 미래형 수상 도시의 형태와 효용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tip 다양한 미래형 수상 도시 형태가 도출되도록 적절하게 유도한다.
- 내가 생각하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이름이나 특징을 5자로
말하기
그림 1. CO2 농도 변화와 기온 변화

5′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전개

이동형 수상 도시

5′

그림 2. 현재와 미래의 기온 변화

전개

tip

그림 1은 1880년부터 2010년까지 대기 중에 포함된 이산화

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2는
현재와 미래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해저 도시

미래의 지구 변화를 예측하도록 한다.

▶▶환경 오염 방지책 및 환경 보호 방안 토의하기
-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일 토의하여
발표하기
해상 도시

내가 실천할 일
·
·
·

사회가 실천할 일
·
·
·

국가가 실천할 일
·
·
·

tip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은 ‘참고 자료’를 활용한다.
tip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제도적 규제는 다소 생소하므로 단체

이름 정도만 간단히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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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구 온난화 – 환경 보호 - 미래형 수상 도시의 연계성 인식

정리

과제물 및 차시 안내

5′

-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디자인(추진력, 크기, 모양) 생각
해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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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학생 활동지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가 필요해요

▶ 이상 기온, 기상 이변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다.
•환경 오염 방지책 및 환경 보호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미래형 수상 도시의 형태와 효용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북극 빙하가 녹아 북극곰의 생존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음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의 서식지가 고위도로 옮겨지고 있음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이상 기온, 기상 이변은 왜 생길까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또는 태블릿PC)

✚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기상 이변에 대해 알아봅시다.
▶ TV나 신문에서 보고 들었던 기상 이변은 어떤 것이며, 그 소식을 접했을 때의 느낌은 어떠했나요?

한여름에 우박이 떨어져 자동차 앞 유리가 깨어졌다. - 황당했다.
한여름 열대야로 잠을 못 이뤘다. - 너무 더워 짜증 났다.

✚ QR 코드로 영상을 살펴봅시다.

✚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토의해서 발표해 봅시다.
환경 변화

· 빙하 감소
· 해수면 상승
· 이상 기후

생태계 변화

기상 변화

· 북극 동물 멸종 위기
· 가뭄
· 동해의 한류성 어종 감소 · 홍수
· 아열대성 식물의 		
· 평균 기온 상승
서식지 이동

기타

· 식단의 변화
· 의복의 변화
· 주거 환경의 변화

▶ 그림 1, 2를 참고하여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미래 지구의 변화를 예측해 봅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을 가상한 영화와 혹한을 전하는 뉴스 장면

▶ 최근에 ‘이상 기온’, ‘기상 이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상 기온-평년의 기온과 매우 다른 기온
기상 이변-평상시 기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난 기상 현상(보통 30년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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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2 농도 변화와 기온 변화

그림 2. 현재와 미래의 기온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미래의 기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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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오염 방지책 및 환경 보호 방안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지구 온난화

참고 자료

▶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일을 토의해서 발표해 봅시다.
내가 실천할 일

· 전기, 수돗물 절약
· 가까운 거리 걷기
· 음식물 남기지 않기

사회가 실천할 일

· 일회용품 규제
· 재활용품 분리 수거
·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

국가가 실천할 일

· 환경정화시설 의무 설치 및
세제감면
· 신재생 에너지 개발
·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석유류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축산 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메테인, 과용되는 질소 비료의 여분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화 이질소 등 온실 가스들이
대기로 들어가 잔류하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며 대류권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향하는 태양 에너지는 대기를 통과해 지표면에 도달하여 지표면을
가열한다. 가열된 지구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는 파장이 10㎛ 정도의 적외선으로 대기

✚ 미래형 수상 도시의 형태와 효용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 의해 강하게 흡수된다. 이로 인해 지구 표면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는 직접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않으며, 적외선을 흡수하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 미래형 수상 도시의 형태와 특징을 토의해 봅시다.

동시에 그 온도에 상응한 강도의 열을 방출한다. 즉 대기는 태양 복사에 대해서는 투과율이
상당히 높아 대기를 통과하는 태양 에너지의 약 2분의 1이 지표면에 흡수되나, 지표로부터의
적외선 복사는 대기 투과율이 낮아 대부분의 에너지가 대기에 흡수되어 지구 표면으로부터의

미래형

열 방출을 막는다. 이로 인해 태양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 표면 근처에 모이고 대기

수상

상층보다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 온도는 동일한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을 경우

도시

대기층이 없는 경우의 온도보다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대기층(즉 그 속에 있는 수증기와
형태

특징

이동형 수상 도시

해저 도시

해상 도시

· 대도시의 토지난을 해결한다.
· 움직일 수 있다.
· 해양 탐사와 모험이 가능하다.
· 육지와 해상 도시를 연결하는
· 이동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 바다 위, 아래를 모두 이용한다.
다리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라 한다.

∷ 지구 온난화의 원인
지구 온난화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 바다와 지표 부근 공기의 온도 상승을
의미한다. 20세기 초부터,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1880년에 비해 약 3분의 2가 증가한 0.8°C 정도

✚ 내가 생각하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이름이나 특징을 5자로 적어 봅시다.

상승했다. 온난화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90% 이상의
온실 기체 농도 증가와 화석 연료 사용이나 산림 벌채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바 다 탐 험 선 이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형 수상 도시는 □□□□□

추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든 주요 산업 국가의 과학 연구 센터에서 인정받고 있다.

동영상 <햄버거 커넥션>
선진국의 생활 습관이 지구 전체의 이상 기온의
원인이 됨을 경고하는 영상
CO2 농도 변화와 기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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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구 온난화의 결과

차시

▶ 가. 기후 변화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설계해요

·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으로 이상 기후가 나타날 것이다.
· 기온 상승으로 물의 순환을 촉진시켜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발생시킨다.

수업의 흐름

▶ 나. 농업과 삼림
· 열대와 적도 지역에서 기온 상승에 의한 증발량 증가로 곡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로 토양 수분이 낮아져
곡물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다.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항공 모함에 작용하는 힘 알아보기

· 기온 상승에 의해 한대 지역의 숲은 병충해의 분포가 확장되고, 건조 및 준건조 지역에서 수분 공급이

부력의 원리를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해 간단히 알려 주는 동영상

약화되어 산불에 의한 자연피해가 예상된다.

▶ 다. 해수면 상승
·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대규모 토지 손실과 습지대 감소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새와 물고기 등의
먹이 및 서식처의 감소 등 생태계의 심각한 사태가 예상되며, 연안 지역에 해수 범람과 폭풍 피해 증가도

1

예상된다.

수상 도시를
떠받치는 힘

부력의 개념 이해하기

▶ 라. 환경과 보건
·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표 기온 상승으로 스모그 형성이 촉진되고, 대기 순환과 강수 형태의 변화로 결국 산성
물질의 수송과 침적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하는 산성비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인

그림 1. 물의 깊이에 따른 부력

그림 2. 부력의 크기

삼림을 훼손시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움직이는 미래의 선박

∷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 가. 국제적인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또는 기후 변화 협약 또는 UNFCCC 또는 FCCC)은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크루즈선

2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디자인하기

하늘을 나는 위그선

움직이는 수상 도시의 크기 및 형태 디자인하기
움직이는 수상 도시의 추진력
수상 도시 밑부분의 형태, 크기

밑부분에 대한 설명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기후 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된 기후 변화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움직이는 수상 도시의
추진력에 대한 설명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

움직이는 수상 도시에 필요한 시설물 그림으로 표현하기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수상 도시 윗부분의 구상도

윗부분에 대한 설명

대신 이 협약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나. 화석 연료의 사용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연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제거 기술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메테인, 산화이질소,

3

미래의
도시(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형태와 필요성
공감하기

움직이는 수상 도시의 설계도

클로로플루오로탄소(프레온 가스), 오존과 같은 다른 오염 물질의 관리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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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설계해요

차시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부력의 개념 이해하기

2/3

- 부력이란 무엇일까?
과목

과학, 기술·가정

tip

는 힘으로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가 떠 있는 것

과학(물질의 상태 변화), 기술·가정(수송 기술과 효율)

단원

부력(浮力)은 유체(액체 또는 기체) 속에서 물체를 밀어 올리

은 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배의 무게)와 부력이 평형을 이루고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있기 때문이다.
학습 목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상황 제시

-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

철로 만든 배가 가라앉지 않고 뜨는 이유 알아보기

STEAM

tip
창의적 설계

교수 학습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도시 설계하기

체의 무게와 같다. 유체 속의 물체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압력 차이

준거
감성적 체험

도입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에 대한 발표 및 공감하기

교사

학생 활동지

학생

스마트폰, 자, 색연필, 컴퍼스

부력의 크기는 유체 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와 같은 부피의 유
5′

에 의한 부력을 받는다.

준비물

그림 1. 물의 깊이에 따른 부력

그림 2. 부력의 크기

- 자연과 생활 속에서 부력을 활용하는 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tip

잠수함, 물고기, 튜브 등 아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변에 부력

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쇠는 물에 가라앉는데 배는 어떻게 물에 뜰까?
▶▶사진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 모함 ‘니미츠’호의 모습이다.
길이 332.9m, 만재 배수량 9만 1,487t으로 초대형이다.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설계하기

이 항공 모함이 물에 떠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무엇일까?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움직이는 수상
도시 설계하기

도입

움직이는 미래의 선박

5′

전개
tip

 미래의 선박

10′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항공 모함이 물

에 떠 있게 하는 힘인 부력의 원리를 찾도록 한다. 배가 무거운 짐과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크루즈선

하늘을 나는 위그선

승객을 싣고서도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은 배가
잠긴 부분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의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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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외형 스케치하기

교수 학습 활동
tip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배는 움직이는 원동력에 따라, 노도선(사람의 힘), 범선(풍력),

기선(석탄·석유를 연료로 하는 기계력), 원자력선(핵연료에 의한 기계
력)으로 나눈다. 기계력에 의해 추진되는 동력선인 기선은 증기력으
로 작동되는 증기 터빈 기관과 디젤 기관, 고온 고압의 가스 터빈 기
관을 사용하고 있다. 60년대까지는 증기 터빈 기관이 주를 이루었으
나 요즘은 주로 디젤 기관을 많이 쓴다. 증기 터빈 기관은 보일러의
물을 끓여 수증기를 터빈으로 분사하여 동력을 얻으며, 출력은 대단
히 높지만 연비가 높고 기관 시동에만 거의 반 시간이 걸리고, 기관의

▶▶선박의 기본 요건 및 선박을 움직이는 추진력에 대해

부피가 크다. 이에 반해 디젤 기관은 증기 터빈 기관에 비하여 연비가

알아보기

아주 좋다. 가스 터빈 기관은 거의 군함에 쓰이며 긴급 상황 시 갑작

- 움직이는 수상 도시는 하나의 큰 선박에 해당한다. 선박의 기본

스럽게 출력을 높이는 데 용이하다. 초기의 기선은 수차 형식의 추진

요건에 맞추어 선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박 밑부분의 형태

기를 양쪽에 단 외륜선이 많았지만 수차식의 외륜선이었지만, 현대에

와 크기를 결정하고, 선박 이동 시의 추진력에 대해 토의한다.

날개가 3~4개인 스크루 프로펠러를 추진 장치로 사용한다.

수상 도시 밑부분의 형태, 크기

전개

밑부분에 대한 설명

▶▶수상 도시 설계에 필요한 요건 알아보기
- 도시 설계에 필요한 조건에 맞추어 수상 도시에 필요한 시설물

전개

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움직이는 수상 도시의
추진력에 대한 설명

수상 도시 윗부분의 구상도

tip

윗부분에 대한 설명

선박이란 물에 떠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선체, 기관, 부속물 등으로 나눈다. 선박은 인명과
재화를 싣고 항해하므로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우선시되고 다음으로

10′

10′

효율성이 요망된다.

tip 도시 설계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도록 알려 준다.

배의 상부 구조는 갑판, 선수(선체(船體)의 앞쪽 또는 선체 중앙의 평

1. 공간 구조 및 인구 배분 계획, 2. 토지 이용 계획(토지 용도 구분, 토

행부에서 선수재(船首材)까지의 부분), 선교(선교(船橋) 또는 브리지

지의 배분, 규제, 개발 가능성, 수요 측정), 3. 도심 및 주거 환경 정비

(bridge)는 하나의 선박 안에서 전체 선박을 지휘할 수 있는 공간), 마

계획(도심, 시가지 개발), 4. 기반 시설 계획(교통, 정보 통신, 공공시

스트(선체의 중심선상의 갑판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 범선에서는 돛

설), 5. 환경 및 경관 계획(환경, 경관, 미관, 공원, 녹지), 6. 사회 · 문화

을 다는 데 필요한 기둥인 돛대), 굴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설 계획(경제,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방재, 안전)

배에 닿는 수압이나 풍압을 줄이기 위해 선체 상부의 선교, 마스트,
굴뚝, 수중의 키 등을 모두 유선형으로 하고, 선수를 구상선수(球狀船
首)로 한다. 또한 드래프트(draft, 흘수(吃水).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설계도 발표 및 공감하기

부터 수면(水面)에 이르는 수직거리)가 작아진다면 해수면 경계로부
터 배가 적게 잠겨 배의 윗부분만 간신히 떠 있는 형태가 되므로, 그
만큼 배의 중심이 위쪽으로 쏠리게 되어 악천후 시에 배는 균형 잡힌

정리

▶▶과제물 및 차시 안내

5′

- 모둠별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제작 준비물 가져오기

항해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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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학생 활동지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설계하기

✚ 움직이는 수상 도시는 하나의 큰 선박에 해당합니다. 선박의 기본 요건에 맞춰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박 밑부분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하고, 이동 시의 추진력을 토론해 봅시다.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수상 도시(선박) 밑부분의 크기 및 형태(그림)

밑부분에 대한 설명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
•선박의 기본 요건과 도시 설계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 환경의 소중함과 해양의 가치를 깨닫는다.

배의 윗부분의 높이가 너무 높고 커서 부력도
커야 하고 옆으로 기울어져 난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고 크게 그렸다.

자, 색연필, 컴퍼스

✚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디자인해 봅시다.
움직이는 수상
도시(선박)의 추진력에

<창의 작품> 해상도시 – 설계 및 구상
* 준비물 : 하드보드지, 구리관, 수수깡, 칼, 풀, 가위, 자, 색종이, 테이프
* 모습 : 참고에서 모둠원의 아이디어로 개조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모양에
한쪽으로 뻗은 배 모양

대한 설명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적당할 것 같다. 배 위의 건물에서 사용할 전원도
공급해야 하고 배의 추진력으로 사용할 정도의 에너지는 화력이나 풍력 등으
로는 불가능하다.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면 냉각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
고, 물도 소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 도시 설계에 필요한 조건에 맞추어 수상 도시에 필요한 시설물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
시다.
수상 도시(선박) 윗부분의 구상도

윗부분에 대한 설명

수상 도시를 둘러싼 건물 외벽은 고무
재질(강력한)의 방파제 형태의 구조물이
필요할 것 같다.
파도가 강하게 칠 때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과 양옆 둘레에 별도의 충격 방지
구조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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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만들어요

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만들어요

과목

차시

3/3

미술, 수학

수업의 흐름
미술(표현 매체), 수학(수와 연산)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학습 목표

움직이는 수상 도시를 제작하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루돌프 바크휘센(Ludolf Backhuysen)의 작품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배>
평균대 연기를 펼치는 체조 선수

상황 제시

폭풍 속에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만들기

감성적 체험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안정성 점검 및 모둠별 상호 평가하기

준거

1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제작하기

움직이는 수상 도시 제작을 위한 준비물
수상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 고안하기

학습 단계
움직이는 수상 도시의 특징 설명하기

2

교사

학생 활동지

학생

다양한 재료

준비물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체조 선수가 평균대 위에서 경기하는 장면을 보고 느낌 말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특징
설명하기

하기
▶▶그림은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배>라는 제목이 붙은 루
돌프 바크휘센(Ludolf Backhuysen)의 작품이다. 물 위
 체조 선수의 경기 장면

에 떠 있는 배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도입

5′

움직이는 수상 도시를 물에 띄워 안정성 점검하기(다양한 기상 이변 상황 연출하기)

3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물에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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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완성품을 사진으로 찍기

▶▶배의 안정성 알아보기
- 배가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변할까?
tip

배의 안정성이란 화물의 이동이나 파동에 의해 평형 상태가

깨져서 배가 기울어졌을 때, 전복되지 않고 원래의 평형 상태로 돌아
가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복원력
이라 하는데 복원력의 크기는 배가 기울어졌을 때 배에 작용하는 중
력과 부력의 작용점 이동의 크기로 판별할 수 있다.

(도시 :                  )
 배의 안정성, 한국해양과학

아래 그림을 통하여 배의 복원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킨다.  

도입

5′

기술원 해양과학총서, 선박의
이해

W

B′

전개

중력 작용점
(무게중심)

tip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이름을 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특징 발표하기

B

부력 작용점의 이동

도시명

특징
5′

tip 수상 도시의 추진력, 도시의 형태, 토지 이용법 등의 특징을 설
명하도록 한다.

움직이는 수상 도시 제작하기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제작하기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안정성 점검 및 상호 평가하기

-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제작 과정 적기

tip

.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 모둠별로 상호 점검하고 우수한 점이

1.

전개

정리

3.

5′
도시명

우수한 점

개선할 점

필요한 재료를 모둠별로 준비하고, 송곳이나 칼, 본드 사용 시

안전상의 유의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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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할 점을 평가하도록 한다.

25′

2.

tip

제작한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물에 띄워 가라앉거나

과제물 및 차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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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학생 활동지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 제작하기

선박의 종류와 구조

참고 자료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선박의 종류
이 활동을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움직이는 수상 도시를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모둠별로 움직이는 수상 도시의 특징과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다.
•움직이는 수상 도시를 물에 띄워 안정성을 점검하고 상호 평가할 수 있다.
우드락, 수수깡, 마분지, 색종이, 하드보드지, 풀, 테이프, 칼, 가위, 자, 송곳

선박이란 물에 떠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 단순히 목재나
대나무 등을 엮어 묶은 것은 뗏목이라 하고 길이가 짧은 몇 m의 소형선은 주(舟), 정(艇), 단정(端艇)
등으로 부르고, 그보다 큰 것은 배, 선박이라고 부른다. 선박의 ‘박(舶)’이라는 글자는 큰 배를 의미한다.
군사용 배는 군함이라 하고, 크고 작은 군함을 총칭하는 경우는 함정(艦艇)이라고 한다.
선박은 사용 목적에 따라 상선, 함정, 어선, 특수 작업선으로 분류한다. 함정은 경제성을 무시하고

✚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를 제작해 봅시다.

견고한 구조와 충실한 병장(兵裝)을 한 군선(軍船)이다. 직접 해전에 참가하는 전함·순양함·항공

▶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제작 과정을 적어 봅시다.

모함·잠수함·구축함·포함·수뢰정 등의 함정과 그것들을 지원하는 잠수도함·해방함(海防艦)
·공작함·소해정(掃海艇)·부설정(敷設艇) 등의 특무함정(特務艦艇)으로 나누어진다. 상선은

1. 우드락을 원하는 크기로 칼로 잘라 도시의 밑부분으로 정한다.
2. 추진력 부분을 완성하여 우드락에 고정시키고 물에 띄워 안정성을 점검한다.
3. 수상 도시의 윗부분에 시설물을 배치하고 주변 환경을 꾸민다.
4. 수상 도시를 물에 띄운 뒤 기관을 작동시켜 움직이고 안정성을 확인한다.

객선·화객선·화물선으로 구분된다. 또한 상선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여 운임 수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말하며, 이것을 다시 화물선, 화객선, 여객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선은
글자 그대로 여객만을 수송하는 배로서 소위 국제적인 호화 객선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움직이는
소형선에 비교적 많다. 화객선은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반하는 배로서, 보통 외국 항로의 대형선에

▶ 움직이는 미래형 수상 도시의 이름을 짓고, 완성품을 사진으로 찍어 봅시다.

많으며 이민선 등이 이에 속한다. 연락선(連絡船)은 대개 객선, 또는 화객선이다. 화물선은 상선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화물의 해상 수송에 종사한다. 잡화를 싣고 다니는 보통 화물선과 특수
화물만을 싣는 전용 화물선이 있다.

도시명 : 펜타곤

도시명 : 해피 아일랜드

도시명 : 센터리움 21

< 선종 분류표 >

도시명 : 델타 시티

구분

✚ 모둠별로 자기 모둠의 움직이는 수상 도시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도시의 앞부분을 유선형으로 하여 움직일 때 마찰과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다.
・・・

상선

작품명

우수한 점

개선할 점

어선
특수
작업선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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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 커

원유 휘발유, 경유, 중유 등
Sulphur, Naphtha 등
LPG, LNG

겸용선

Combined Carrier

Ore/Bulk/Oil, Ore/Oil, Oil/Bulk,Oil/Coal 등

Bulk Carrier, General Cargo Carrier,
Full Container Ship, Pure Car Carrier,
Multi Purpose Cargo Carrier, Reefer

Ore, Coal, Grain, Cement, Log,Lumber 등 Container
이외의 포장 화물 Container 각종 차량 등 General
Cargo/Bulk/Container 냉장 및 냉동 화물

건화물선

✚ 움직이는 수상 도시를 물에 띄워 안정성을 점검한 후 모둠별로 상호 평가해 봅시다.
(가장 좋은 작품에 스티커 붙이기)

세분류

원유 운반선(Crude Oil Tanker)
정유 운반선(Product Carrier)
화학 제품 운반선(Chemical Tanker)
가스 운반선(Gas Carrier)

어로선(Catcher Boat), 공선(Factory Ship), 모선(Mother Ship), 운반 어선(Fish Carrier), Trawler,
Stern Trawler, 참치 선망 어선, 유자망 어선, 포경선, 어업 지도선, 어업 조사선
수로 측량선, 해양 관측선, 해저 전선 부설선, 공작선, 기중기선, Tug Boat, Supply Vessel, 소방선,
해양 오염 방제선, 병원선
전투함, 순양전함, 순양함, 경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항공 모함, 소해정, L.S.T.,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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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의 구조
배의 구조는 선체, 기관, 부속물 등으로 나눈다. 배는 인명과 재화를 싣고 항해하므로

MEMO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우선시되고 다음으로 효율성이 요망된다.
배의 상부 구조는 갑판, 선수(선체(船體)의 앞쪽 또는 선체 중앙의 평행부에서
선수재(船首材)까지의 부분), 선교(선교(船橋) 또는 브리지 (bridge)는 하나의 선박 안에서 전체 선박을
지휘할 수 있는 공간), 마스트(선체의 중심선상의 갑판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 범선에서는 돛을
다는 데 필요한 기둥인 돛대), 굴뚝 등이 있다. 선체는 선수에 가까워질수록 뾰족해지므로 선체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전단부에는 선수재라고 하는 골격을 놓고 양쪽의 외판(外板)을 결합해서
선체 전단부의 구조를 한데 모으고 있다. 선수는 항상 파도와 정면충돌하고 파도는 일정 주기로
선수를 때리기 때문에 부근의 배 옆과 밑바닥 부분은 파도의 충격으로 손상을 받는데, 이것은 배가
고속일수록 심하다. 이와 같은 손상에 대비해서 선수는 견고하게 만들어진다. 선수에는 파도가
갑판으로 쳐들어오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한다. 선수의 모양을 외관으로 분류하면 예전에는
직립(直立)한 것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앞으로 경사진 경사선수이다. 선수의 상부가 앞으로
심하게 구부러져 돌출된 것은 주로 어선(漁船)에 사용되고, 조파저항(造波抵抗)을 줄이기 위해서
선수수선(船首水線) 밑을 구상(球狀)으로 한 구상선수는 대형선에 많이 사용된다.
선수의 종류

직립선수

구상선수

경사선수

클리퍼 선수

배에 닿는 수압이나 풍압을 줄이기 위해 선체 상부의 선교, 마스트, 굴뚝, 수중의 키 등을 모두
유선형으로 하고, 선수를 구상선수(球狀船首)로 한다. 또한 드래프트(draft, 흘수(吃水),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수면(水面)에 이르는 수직 거리)가 작아진다면 해수면 경계로부터 배가 적게 잠겨
배의 윗부분만 간신히 떠 있는 형태가 되므로 그만큼 배의 중심이 위쪽으로 쏠리게 되어 악천후
시에 배는 균형 잡힌 항해를 할 수 없게 된다.
화물선은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므로 거주 설비를 간소화하고 선창을 크게 하여
하역 설비에 중점을 두어 일시에 대량의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객선은 주로 여객만을 운송하는 상선이므로 여객 이외에 부수적으로 우편물과 신속한 운송을
요하는 소량의 고급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고 있다. 여객의 안전과 신속한 운송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여객 설비 이외에 이중저, 수밀 격벽 등의 배치 등 선체의 안전과 인명 구조를
위하여 비여객선에 비하여 높은 기준의 선체 구조와 설비를 요구하고 있다. 화객선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이므로 cargo hold의 대부분은 화물을 적재하고 수선(水線) 이상의 갑판간이나
상갑판상에 증설한 선루(船樓)에는 선실 또는 접객 설비를 하여 여객을 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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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도의 사라진 강치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년
대상 학년

난이도

중학교 1~3학년

중·하

1-3

차시

1

관련 교과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
[9과03-02] 생물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다.

활용 가능 교과

준비물

과학

3D 입체 펜, 수생 포유류 카드, 색깔 필라멘트, 투명 용지
사회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함

도덕·미술·국어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학급 특색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음

자원 분포의 편재성, 자원 소비량의 지역적 차이, 자원 갈등
[9사(지리)06-01] 자원 분포의 편재성과 자원 소비량의 지역적
차이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을
조사한다.
현대 사회 문제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역사

공존을 위한 노력
[9역09-05]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2-3

과학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9과03-01]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9과03-03]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개발자
추천의 말

이 프로그램은 독도의 중요성과 함께 멸종 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독도에서 사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진 ‘강치’라는 동물을 통하여 생물 다양성과 함께 생물 분류 체계 및 생태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프
로그램이다. 학생들은 3D 펜을 이용하여 사라진 강치를 직접 재현해 보고, 또한 다양한 생물들을 제작

과학 원리와 공학적 설계

하여 안정된 생태계를 구현해 봄으로서 독도 강치 복원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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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1-3

차시

2-3

관련 교과
기술·가정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재료의 특성과 활용
[9기가04-03] 제조 기술의 특징과 발달 과정, 재료의 특성과
이용을 설명하고 제조 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한다.

미술

표현 과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매체의 탐색과 활용

주제 개요
독도에서 멸종된 동물 강치를 포함한 수생 포유류의

개념과 생물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분류 기준

특징에 대하여 알아본다. 생물은 환경과 변이에 의해 다양

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도록 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 보전

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생물과 멸종된 생물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생물종의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미02-03]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학습 목표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4

과학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내용 목표

과정 목표

•강치의 생김새와 특징을 이해하고 생물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생 포유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의 관계에 대해서

[9과03-03]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생물 멸종과 독도 강치 복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멸종된 동물을 복원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파악하고 생태계의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과학 기술과 인류 문명
[9과24-01] 과학 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

자원 분포의 편재성, 자원 소비량의 지역적 차이, 자원 갈등

STEAM 과목 요소

[9사(지리)06-01] 자원 분포의 편재성과 자원 소비량의 지역적
차이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을

S 생물 다양성, 멸종, 종 복원 이해하기

조사한다.  
현대 사회 문제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역사

공존을 위한 노력

T E 3D 펜으로 다양한 생물 모형 제작하기
A 독도에서 사라진 강치와 현재 독도 분쟁과의 관계 설명하기
M 피라미드 안정성 이해하기

[9역 09-05]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국어

발표하기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76 중학교 1편

3. 독도의 사라진 강치 77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상황 제시 CO

평가 계획

창의적 설계 CD

감성적 체험 ET

수행·관찰 평가 기준표
수업 차시

• 독도의 대표적인 동물 강치
의 생김새를 관찰해 보고
특징에 대하여 알아본다.

• 먹이 사슬의 구조와 조금 더 복잡한 먹이 그물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생물 다양성과 생
태계 안정성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안정
적인 생태계의 구조를 생각해 본다. 생태계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본다.

• 비슷한 외형을 가진 다양한
수생 포유류의 특징을 이해
하고 분류 기준에 따라 생
물을 분류해 본다.

• 생물의 멸종이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과학·기술의 발달, 기
기의 발명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생각해 본다. 첨단 과학 기술로 독도의 바닷
속 생태계를 완성시켜 본다.

• 독도에서 사라진 강치에 대해 알아
보고 현재의 상황을 조사하여 본다.
생물 멸종의 개념을 대해 파악하고
독도 강치 복원 프로젝트를 비롯하
여 멸종된 동물을 복원할 수 있는 과
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차시명

학습 목표

1차시

2-3

4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강치

사라진 강치
- 독도의 대표적인 동물, 강치 이해하기
- 다양한 수생 포유류의 사진을 이용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 동물의 분류 체계 이해하기

살아나는
독도의
생태
피라미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생태계의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독도 생태 피라미드
- 먹이 사슬을 통한 생태계의 구조와 단계 파악하기
-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피라미드 구조 파악하기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안전성의 관계 파악하기
- 3D 입체 펜을 이용하여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 완성하기

생물 멸종과 독도 강치
복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멸종된 동물을 복원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치 복원 프로젝트
- 독도에서 사라진 강치에 대해 조사하고, 현 상황 파악하기
- 생물 멸종 개념과 독도 강치 복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멸종된 동물을 복원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 조사하기
- 정부에서 추진하는 독도 강치 복원 프로젝트의 연구원이 되어 강치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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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상황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가?

소통 능력 함양

관찰, 자체

흥미와 몰입

제시된 상황에 흥미를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가?

소통 능력 함양

수행, 관찰,
자체

지식 이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지식에 대해 이해하
려 노력하는가?

융합적 지식 및 개념
함양

수행, 관찰,
보고서, 자체

산출물 설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산출물을 여러 가지 과학 원리
를 통하여 과학, 기술, 공학 등의 방법으로 설계하는가?

융합적 지식 및 개념
함양

수행, 관찰,
보고서, 자체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

수행, 관찰,
보고서, 자체

산출물 도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도출한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산출물을 제작하는가?

융합적 지식 및 개념,
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

수행, 관찰,
보고서, 자체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높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
려 하는가?

진취적 태도 함양

관찰, 자체

흥미와 참여도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소통 능력 함양

관찰, 자체

자신의 의견을 바른 자세와 태도로 발표하는가?

소통 능력 함양

관찰, 자체

주요 내용

강치의 생김새와 특징을
이해하고 생물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생 포유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강치,
다시 내게
돌아와

평가 종류

• 정부에서 추진하는 독도 강치 복원
프로젝트의 연구원이 되어 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발
표해 본다.

2-3차시

1

평가 목표

문제 인식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평가 항목

4차시

학습 태도

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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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록지

수업 차시

1차시

평가 항목

상

중

하

문제 인식

제시된 상황의 문제를 자기 문
제로 잘 인식하며 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려 하였음

제시된 상황의 문제를 자기 문
제로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
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
력이 부족함

제시된 상황의 문제를 자기 문
제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

흥미와 몰입

제시된 상황에 흥미를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제시된 상황에 흥미를 느끼지 못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제시된 상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지식 이해

생물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함

생물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하는 것에 어
려움을 느낌

생물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하는 것에 어려
움을 느낌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 모형 산
출물을 과학적인 요소를 잘 반
영하여 과학, 기술, 공학 등의
방법으로 설계함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 모형 산
출물 설계에 과학적인 요소를
잘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과학,
기술, 공학 등의 방법으로 설
계하지 못함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 모형 산
출물설계에 과학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학, 기술,
공학 등의 방법으로 설계하지
못함

산출물 설계

1차시

평가
영역

평가 척도

문제 인식
번호 이름

2-3차시
창의성

산출물 도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도출
한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도전하여 산출물을
제작함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 모형을
만들 때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약간 나타남

평가
방법

80 중학교 1편

집중과
끈기

흥미와
참여도

협력 학습

평가 기준
중

하

흥미를 가지고 상황을 해결하려 하였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지식을 이해하였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도출
한 산출물을 제작에 소극적이
며 산출물을 제작하지 않음

독도 바닷속 생물 모형 제작 시 과학적인 요소를 잘 반영하였는가?
2-3차시
독도 바닷속 모형을 독창적이고 정교하게 제작하였는가?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려 하였는가?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높고 과
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려 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낮거나 과
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지 않음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낮고 과
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지 않음

협력 학습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 함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려 함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려 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
며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적
극적으로 참여함

산출물
도출

상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 모형 을
만들 때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나타나지 않음

집중과 끈기

흥미와
참여도

창의성

평가 척도
수업 차시

4차시

4차시

산출물
설계

제시된 상황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려 노력하였는가?

자기
평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도출
한 산출물을 제작에 소극적이
기는 하나 산출물을 제작함

지식 이해

4차시

학생 자기 / 동료 평가 기준표

1차시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 모형 을
만들 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흥미와
몰입

2-3차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에 흥
미가 별로 없거나 도전 과제 해
결에 소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에 흥
미가 별로 없고 도전 과제 해
결에 소극적으로 참여함

동료
평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도전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는가?

1차시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되었으며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을 수행하였는가?

2-3차시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의견
을 잘 수렴하였는가?

4차시

소중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 잘 발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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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차시
과목

국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읽는 이의 흥미와 관심, 입장, 반응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신의 정서나 감정, 주어진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글에 드러난 단서나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맥락에 맞게 짐작하며 읽을 수 있음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
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고, 이를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보임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
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강치

수업의 흐름

흐름

활동명

1

강치, 누구냐 넌?

주요 내용

강치의 생김새와 특징 조사하기

동물계

사회

독도의 지리적 위치의 특이점과 경제적 가치를 연관 지어 잘 이해하고 있음. 국가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음. 소중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한 자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음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
술한 경우

척삭동물문
포유강
식육목

2

강치의 친구를
소개해 줄게

바다코끼리과
바다코끼리

물범과
코끼리물범

물개과
물개

바다표범

바다사자

바다사자

강치

과학

독도에 관하여 관심과 흥미가 높고 지리학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음. 독도가 화산
활동을 통하여 생성된 지형임을 알고 독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암석에 대해서 잘 설
명할 수 있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독도 모형을 설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임

뛰어난 성취 수준을 보인
영역의 수행 평가 결과를
기술한 경우

강치와 비슷하게 생긴 다양한 수생 포유류 조사하기

종
속

비슷한 특징을 지닌 종을 묶어 속, 유사한
속을 묶어 과로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과

가장 상위 단계이며 큰 범주인 역에 이른다

목

미술

독도에 관하여 관심과 흥미가 많고 독도의 생물학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음. 독도에
서 사라진 강치를 비롯한 수생 포유류를 설명할 수 있음. 3D 입체 펜을 사용하여 창의
적인 방법으로 독도의 바닷속 생물을 설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임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3

생물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강
문
계
역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과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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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강치

차시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강치의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

1/4

- 강치와 비슷하게 생긴 다양한 수생 포유류를 조사해 본다.
과목

단원

과학, 사회

10′

- 수생 포유류의 생김새와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해 본다.

과학(생물의 다양성), 사회(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전개

 강치 애니메이션 감상

생물을 어떻게 분류할 있을까?

• 독도의 대표적인 동물 강치에 대하여 알아본다.
학습 목표

자료 및 유의점

- 다양한 생물을 구분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 강치의 생김새와 특징을 이해함으로서 비슷한 외형을 가진 다양한 수생 포유류를 관찰하고 분류할 수 있다.

- 강치와 비슷하게 생긴 수생 포유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 다양한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를 이해하고 수생 포유류를 생물학적 체계로 분류해 보고 생물을 분류하는

15′

세워본 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본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생물을 분류하는 이유와 분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상황 제시

‘강치 애니메이션’을 통한 생물종의 멸종에 대한 문제점 인식하기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수생 포유류를 일정한 기준을 나누어 분류해 보기

준거

정리
감성적 체험

자신이 분류한 수생 포유류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기

교사

수생 포유류 종류별 카드, 학생 활동지

학생

가위, 풀 등

생물 분류 목적과 방법,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한다.

10′

준비물

MEMO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강치, 누구냐 넌?

도입

- 독도의 대표적인 동물인 강치의 생김새와 특징을 관찰한 후

10′

강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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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학생 활동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강치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 강치의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
▶ 강치와 비슷하게 생긴 수생 포유류의 사진 카드를 잘라서 각 사진을 자세히 살펴본 후,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독도의 대표 강치를 알아보고,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주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현대의 사회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가위

✚ 생각해 보기 - 강치, 누구냐 넌?
강치(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물개

물범

바다표범

코끼리물범

가족과 함께 독도 여행을 계획한 혜진이. 독도에 가기 전 방문한 울릉도에서 동물 조
각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의 강치! 여러분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 이름과는 다르게 꽤 귀엽게 생긴 강치, 혹시 떠오르는 동물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동물인가요?
강치는 바다코끼리, 바다표
범, 물범, 물개 등 꽤 많은 동물들
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모두 비슷하게 생긴 이 동물
들을 수생 포유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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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진 카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생 포유류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한 표를 완성
하여 봅시다.

· 크기 : 3.7m

· 크기 : 1.5~2m

· 귓바퀴 : 없음

· 귓바퀴 : 있음

· 지느러미 크기 : 몸에 비해 크다.

· 지느러미 크기 : 몸에 비해 크다.

· 이동 : 지느러미와 꼬리로 이동

· 이동 : 지느러미와 꼬리로 이동

· 송곳니 : 있음

· 송곳니 : 없음

바다코끼리

크기

귓바퀴

지느러미 크기

이동

송곳니

강치(바다사자)

1.5~2m

○

몸에 비해 크다.

바다코끼리

3.7m

Ｘ

몸에 비해 크다.

물개

1.5~2.5m

○

몸에 비해 크다.

물범

1.5~2m

Ｘ

몸에 비해 작다.

배로 밀며 이동

Ｘ

바다표범

2.8~4m

Ｘ

몸에 비해 작다.

배로 밀며 이동

Ｘ

코끼리물범

4~5m

Ｘ

몸에 비해 작다.

배로 밀며 이동

Ｘ

지느러미와 꼬리로
이동
지느러미와 꼬리로
이동
지느러미와 꼬리로
이동

Ｘ
○
Ｘ

강치(바다사자)

✚ 생물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 크기 : 1.5~2m

· 크기 : 1.5~2.5m

· 귓바퀴 : 없음

· 귓바퀴 : 있음

· 지느러미 크기 : 몸에 비해 작다.

· 지느러미 크기 : 몸에 비해 크다.

· 이동 : 배로 밀며 이동

· 이동 : 지느러미와 꼬리로 이동

· 송곳니 : 없음

· 송곳니 : 없음

▶ 비슷하게 생긴 수생 포유류들도 가만히 살펴보니 더 자세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생물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봅시다.

동물계
척삭동물문

물범

물개

포유강
식육목
· 크기 : 4~5m

· 크기 : 2.8~4m

· 귓바퀴 : 없음

· 귓바퀴 : 없음

· 지느러미 크기 : 몸에 비해 작다.

· 지느러미 크기 : 몸에 비해 작다.

· 이동 : 배로 밀며 이동

· 이동 : 배로 밀며 이동

· 송곳니 : 없음

· 송곳니 : 없음

바다코끼리과
바다코끼리

물범과
코끼리물범

바다표범
코끼리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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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과
물개

바다사자

바다사자

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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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수생 포유류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봅시다
예시) 크기가 비슷한 강치, 물개, 물범을 같은 무리로 분류하고 바다코끼리, 바다표범, 코끼리물범
을 같은 무리로 분류할 수 있다.

생물의 분류

참고 자료

귓바퀴가 있는 강치와 물개는 같은 무리로 분류할 수 있고, 귓바퀴가 없는 바다코끼리, 물범, 바다표범,
코끼리물범을 같은 무리로 분류할 수 있다.

∷ 생물의 분류 체계

지느러미의 크기가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강치, 바다코끼리, 물개를 같은 무리로 분류하고 지느러미의
크기가 작은 물범, 바다표범, 코끼리물범을 같은 무리로 분류할 수 있다.

종
속

비슷한 특징을 지닌 종을 묶어 속,

이동할 때 지느러미와 꼬리로 이동하는 강치, 바다코끼리, 물개를 같은 무리로 분류하고,

과

유사한 속을 묶어 과로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배로 밀며 이동하는 물범, 바다표범, 코끼리물범을 같은 무리로 분류할 수 있다.

목

송곳니가 있는 바다코끼리를 따로 분류하고, 강치, 물개, 물범, 바다표범, 코끼리물범을 같은 무리로

강

분류할 수 있다.

최상위 단계이며 큰 범주인 역에 이른다.

문
계
역

생물을 어떤 기준에 따라 특징이 같은 것끼리 하나의 단위로 묶고, 특징이 서로 다른 것을
나누는 방법을 분류라고 한다. 분류를 하는 체계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18세기 스웨덴의
박물학자인 린네에 의해 자연 분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생물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단계적으로 묶어 작은 범주에서 큰 범주로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을 분류계급이라고 하며 가장 하위 단계인 ‘종’부터 가장 상위 단계인 ‘역’까지 8단계가 있다.
종＜속＜ 과＜ 목＜ 강＜ 문＜ 계＜ 역 순으로 분류의 범위가 넓어진다.
생물을 분류하는 이유는 생물 상호 간의 유연 관계와 진화의 계통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생물
분류는 농학, 의학, 약학 등 다른 학문 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생물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잠깐!
생물의 기본 특성이나 다른 생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위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를 인위
분류라고 한다. 반면, 생물의 내부 구조, 생식 기관의 구조, 발생 과정 등을 기준으로 생물 상호 간의 유연 관계나
진화의 계통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자연 분류라고 한다. 지금은 과학적인 생물 분류 방식인 자연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자연 분류의 기준이 되는 생물의 형질을 분류 형질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류 형질은 유전되고,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관찰하기 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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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시

살아나는 독도의 생태 피라미드

교수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살아나는 독도의 생태 피라미드

차시

2-3 / 4

과학, 기술·가정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 먹이 사슬로부터 시작하여 실제 생태계의 복잡한 먹이 그물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복잡함을 대변하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생태계의 구조를 생각
해 본 후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 생태계의 안정적 피라미드 구조에 수학적인 원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안전한 생태계
만들기

1

과학(생물의 다양성), 기술·과정(기술 시스템)

상황 제시

생태계의 복잡한 먹이 사슬 구조 인식하기

STEAM
교수 학습

먹이 사슬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태계 유지 방안  

창의적 설계

안정적인 생태계 설계하기

감성적 체험

안정적인 생태계를 설계해 보고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기

준거

독도 바닷속의
먹이 사슬 ①

2

해조류

닭새우

산호

교사

가시국화조개

준비물
고등어

강치

범고래

오징어

강치

학생

청상아리

먹이 사슬 관련 영상, 생태계 파괴 영상, 종이컵, 영양 단계별 생물 사진 5가지(라벨지),
3D 입체 펜, 색깔 필라멘트, 도안, 투명 용지, 학생 활동지
가위, 풀, 접착 테이프

독도 바닷속 생물 간의 먹이관계 이해하기

부채뿔 산호

3

미역

독도 생태계 3D
모형 만들기

학습 단계
닭새우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가시국화조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을 3D 펜을 이용하여 모형 제작하기
 동영상 <먹이 사슬, 먹고 먹히다>

먹고 먹히다

도입
4

독도 바닷속의
먹이 사슬 ②

- <먹이 사슬, 먹고 먹히다> 영상을 시청한 후 먹이 사슬의 정의

5′

를 설명한다.

생태계의 안정과 평형에 대해 생각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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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안전한 생태계 설계하기

독도 바닷속의 먹이 사슬 ②

- 먹이 사슬과 생물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구조에 대해

-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자, 1차 소비자,

생각해 보도록 한다.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로 나누어 본다.

전개
▶ 종이컵을 이용한 생태계 구조 파악하기!

20′

- 생태계의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생태계 파괴 동영상

② 종이컵 ○개를 이용하여 5층 탑을 쌓는다.

<인간도 멸종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안정적인 구조로 자유롭게 쌓아 본다.)
(단, 맨 위 칸의 종이컵은 제외한다.)

- 실제 생태계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의 자료와 친구들의 자료
를 이용하여 실제 생태계의 모습에 보다 가깝게 표현해 본다.

① 한 모둠은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종이컵을 하나씩 차례대로 제거해 본다.

자료 및 유의점

는 안정되어 평형 유지에 유리한 점을 설명한다.

20′

④ 어느 모둠의 종이컵 탑이 오랫동안 쓰러지지 않는지 비교해 본다.
⑤ 가장 오랫동안 쓰러지지 않은 모둠의 종이컵 탑의 구조의 특징을
이야기해 본다.

정리

생물 다양성과 생태 피라미드의 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5′

▶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종이컵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구성해 본다.
- 생물의 먹이 사슬 구조를 바탕으로 영양 단계별 생물을 적합한 위치에
넣어 바닷속 생태계 피라미드를 완성해 봅시다.

전개

MEMO

독도 바닷속의 먹이 사슬 ①
- 종이컵 피라미드를 구성한 생물이 실제 독도의 생물임을 이야기
해 준다.
- 독도의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을 영양 단계별로 분류하
여 설명한다.

20′

- 독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로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를 완
성시켜 본다.
- 독도 바닷속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해하고, 생태학적인
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독도 생태계 3D 모형 만들기
- 멸종 위기종인 강치를 비롯하여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를 구성

20′

하는 다양한 영양 단계별 생물들을 3D 펜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모형으로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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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

학생 활동지

먹이 사슬과 생태계

✚ 안정한 생태계 설계하기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 게임을 통하여 생태계의 구조에 대해 파악해 봅시다. 생물종의 변화가 전체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태계를 설계해 봅시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먹이 사슬과 생태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정한 생태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생태계의 안정된 구조 속에 피라미드의 수학적 원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준비물

종이컵, 영양 단계별 생물 사진 5가지
※ 생물 사진 5가지는 라벨지(바코드 라벨, 65칸 – V3510)에 프린트하도록 한다.

방법

종이컵, 영양 단계별 생물 사진 5가지(라벨지), 3D 입체 펜, 색깔 필라멘트, 도안, 투명 용지

➊ 한 모둠을 5명으로 구성한다.
➋ 종이컵 ○개를 이용하여 5층 탑을 쌓는다.(최대한 안정된 구조로 자유롭게 쌓아 본다.)
➌ 종이컵을 하나씩 차례대로 제거해 본다.(단, 맨 위 칸의 종이컵은 제외한다.)

✚ 생각해 보기 - 먹고 먹히다

➍ 어느 모둠의 종이컵 탑이 오랫동안 쓰러지지 않는지 비교해 본다.
➎ 가장 오랫동안 쓰러지지 않은 모둠의 종이컵 탑을 관찰해 본다.

▶ 동영상을 시청한 후 먹이 사슬이란 어떠한 것인지 아래에 적고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어떤 형태의 구조가 가장 오랫동안 쓰러지지 않았나요?

아래쪽의 블록 수가 가장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블록 수가 줄어드는 형태일 때 구조의 변화에도 가장
오랫동안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즉, 생산자가 가장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형태인 생태 피라미드의 구조를 유지할 때 생태계가 가장 안정적이다.
ⓒ EBS ‘다큐 오늘’

생태계 내에서 포식자(먹는 쪽)와 피식자(먹히는 쪽)의 관계를 선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먹이 사슬은 생명체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일차원적으로 나타낸 것이나 먹이 그물은 좀 더 다양
한 개체들의 복잡한 포식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먹이 사슬을 이루는 개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뉘는데, 생산자는 무기물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역할을 하는 개체로 주로 식물(해양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 등 원생생물종류)이
긴 하나 식충 식물(식물이지만 소비자) 등의 예외도 있다. 소비자는 생산자 혹은 소비자에게 영양을 얻
어서 살아가는 개체로 전자를 1차 소비자, 후자를 다차 소비자라고 한다. 인간은 다차 소비자 중에서도
정점에 있는 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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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 구조일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실제로 생태계는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의 영양 단계로 구성된 바다 생태계를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

종이컵 15개, 종이컵 4개(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의 생물 		
스티커를 붙여 둔다.)
※ 한 모둠을 5명으로 구성한다.

3. 독도의 사라진 강치 97

방법

▶ 영양 단계별 생물 스티커

➊ 15개의 종이컵을 이용하여 5층의 피라미드가 될 수 있도록 구조를 구성해 본다.
➋ 완성한 5층의 피라미드에 생물의 먹이 사슬 구조를 바탕으로 생태계 피라미드의 각
영양 단계별 생물을 적합한 위치에 붙여서 바닷속 생태계 피라미드를 완성해 본다.
➌ 스티커를 붙여 둔 종이컵을각 모둠에 나누어 준다.
➍ 여분으로 나누어 준 종이컵을 피라미드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합한 영양 단계의 층에 쌓아 볼 수 있도록 한다.

미역

닭새우

고등어

강치

산호

가시국화조개

오징어

고래

➎ 두 모둠이 함께 종이컵 30개를 같은 방법으로 쌓은 후, 피라미드의 구조를 변화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합한 영양 단계의 층에 쌓아 볼 수 있도록 한다.

▶ 15개의 종이컵으로 피라미드를 쌓을 때와 30개의 종이컵으로 피라미드를 쌓을 때 어떠한 차
이점이 있나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아래 빈칸에 적어 봅시다.

▶ 생태 피라미드가 무너지는 일이 실제 생태계에서 일어날까요? 동영상을 시청한 후 어떤 점을 느꼈
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15개의 종이컵은 먹이 사슬을 의미하는 것이고, 30개의 종이컵은 먹이 그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생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분별한 개발, 외래종의 유입, 화석 연료 사용의 급증 때문이라는 것을

단순한 먹이 사슬 구조에서는 하나의 생물종의 증가나 감소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멸종되거나 자취를 감춘 표범, 곰, 늑대, 호랑이 또한 인간이 원인이라는

실제 생태계의 구조인 먹이 그물 구조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도별 우리나라 멸종 위기종 지정 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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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생태계 3D 모형 만들기
▶ 멸종된 강치를 비롯하여 독도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양 단계별 생물의 입체 모형을 만
들어 봅시다.
강치

강치

청상아리

범고래

준비물

3D 입체 펜, 색깔 필라멘트, 도안, 투명 용지
방법

➊ 한 모둠을 5명으로 구성한다.
➋ 독도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모형을 3D 입체 펜으로 만들어 본다.
(5명이 각각 다른 생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독도 바닷속의 먹이 사슬

※ 도안을 출력할 때 생물의 크기도 고려하도록 한다.
➌ 다른 모둠의 자료와 합하여 안정된 생태계가 되도록 먹이 그물 구조를 구성해 본다.

▶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독도 바다의 모형을 가지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
종 소비자로 나누어 나열한 후, 친구와 비교해 봅시다.
[자료 1]

해조류
부채뿔산호

닭새우

미역

고등어

강치

범고래
최종 소비자

닭새우

가시국화조개

3차 소비자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
범고래

생산자
강치
고등어
고등어

닭새우

오징어
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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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사슬은 생물 사이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

✚ 먹이 그물 만들기

한다.
먹이 사슬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등의 순서로 연결되며, 생태
계에서 생물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산자의 수가 늘어나면 소비자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 등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먹고 먹히는 관계를 더듬어 가면, 일정한 장소의 생물 사이에서 일직선상의 관계를 찾을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생태학적인 면에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이유를
적어 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자료 1], [자료 2] 중 어느 것을 이용하여도 무관하다

[자료 2]

최종 소비자
3차 소비자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

산호

범고래

생산자

가시국화조개

강치
고등어
닭새우
해조류
오징어

강치

청상아리
최종 소비자

만약 1차 소비자인 닭새우가 사라지게 된다면, 생산자인 해조류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3차 소비자

새우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 고등어의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영향으로 고등어를 먹이로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
청상아리

생산자
강치
오징어

하는 3차 소비자 강치의 개체 수도 줄어들고, 더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범고래의 개체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생태계가 단순한 먹이 사슬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생태계는 불안정하고 평형 유지에
불리하다. 모든 생물종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생태계에서 정해진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1차

가시국화조개
산호

소비자인 닭새우의 멸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먹이 사슬은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근
원은 태양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먹이 사슬을 따라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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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생태계는 더욱 복잡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는 한 가지 이상의 유기체를 소비하고 대부분의
유기체는 한 가지 이상의 소비자에 의해 소비됩니다. 때문에 실제 생태계는 먹이 사슬이 복잡
하게 얽힌 상태, 즉 먹이 그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만든 모형과 내가 만든 모형을 함께
이용하여 복잡한 먹이 그물 관계를 표현해 봅시다.

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는
첨단 기술

참고 자료

∷ 멸종 위기 코뿔소를 3D 프린터로 구하다!
범고래

청상아리

▶ 밀렵꾼들의 표적 1순위 ‘코뿔소’
뿔값이 금값보다 비싼 이유로, 코뿔소는 멸종이 가장 임박한 동물이다. 이에 한 네티즌이
장난스럽게 시작한 발상, “아프리카 ‘코뿔소 뿔’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자.”
모두에게 우스갯소리로 스쳐 지나간 글이었지만 스타트업 기업 Pembients는 달랐다. 실제로

강치

3D 프린트를 이용해 코뿔소 뿔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코뿔소와 DNA가 같은 케라틴
고등어

오징어

화학 반응을 통해 3D 프린터 ‘잉크’를 개발하여 코뿔소 뿔과 똑같은 실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더 이상 코뿔소 밀렵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암시장 1/8가격으로 코뿔소 뿔 수요
충족 가능”, “상아·사슴뿔도 프린트 가능”이라는 등, 코뿔소 뿔의 완벽한 대용품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지금 지구는 생물종의 멸종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60년 안에 생명체 75%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닭새우

가시국화조개

멸종의 원인은 바로 ‘인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지구 생명체의 다양성이 결정될 수 있다.
[출처 : YTN, 멸종 위기 코뿔소를 3D 프린터로 살리는 방법, https://www.ytn.co.kr/_ln/0105_201507110800061273]

산호

해조류

기존의 먹이 사슬 구조에서 한 종의 멸종이 여러 종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새롭게 구
성한 구조는 8가지 종이 복잡하게 얽혀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먹이
그물 구조에서 고등어 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범고래는 오징어나 강치로부터, 강치는
가시국화 조개나 오징어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생존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계의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는 안정되어 평
형 유지에 유리하다.

1 3D 프린터를 산다. ⇨ 2 케라틴 1톤을 산다. ⇨ 3 코뿔소 뿔을 프린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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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

강치, 다시 내게 돌아와

교수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강치, 다시 내게 돌아와

차시

4/4

과학, 역사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과학(생물의 다양성), 역사(현대 세계의 전개)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 독도에서 사라진 강치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할 수 있다.
• 생물 멸종의 개념을 파악하고 독도 강치 복원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멸종된 동물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과학
학습 목표

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생물에 관한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서 설명할 수 있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 독도 강치 복원 프로젝트의 연구원이 되어 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발표할

1

사라진 강치

수 있다.
상황 제시

독도에서 강치가 사라진 이유 발표하기

STEAM
독도에서 강치가 사라진 이유 조사하기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강치 복원 프로젝트 연구원이 되어 방법 고안하기

감성적 체험

생물에 관한 인위적인 개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발표하기

준거

교사

수업 관련 동영상, 학생 활동지

학생

필기도구

준비물

2

강치 복원
프로젝트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강치 복원 사업에 대해 조사하기  

 동영상 <우리나라에도 바다

사라진 강치

표범이?>

- 독도에서 사라져 더 이상 볼 수 없는 강치에게 어떠한 일이 있

3

도입

다시 만나자,
강치야

었는 지 추측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15′

- 당시에 우리가 강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발표해 본다.

멸종된 동물을 복원하는 사례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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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강치 복원 프로젝트

자료 및 유의점

4차시

학생 활동지

- 동영상을 시청한 후 강치가 멸종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해 본다.

강치, 다시 내게 돌아와

- 2006년 우리 정부는 국외 전문가들과 함께 독도 강치 복원 계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획을 수립했지만 현재까지 독도 강치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설

전개

명한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25′

다시 만나자, 강치야

이 활동을 하면

- 멸종된 동물의 복원에 성공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소개한다.
- 자신이 강치 복원 프로젝트 연구원이라면 어떠한 프로젝트로

•생물 멸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외래 생물의 유입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치를 복원시킬 수 있을지 친구에게 소개한다.

✚ 생각해 보기 - 사라진 강치
정리

독도의 소중한 생물 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강치를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5′

▶ 강치가 사라진 이유를 추측하여 이야기해 보고, 당시에 우리가 강치를 보호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MEMO

- 독도 강치가 사라진 이유

동식물이 멸종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무분별한 사냥과 남획 그리고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인해 수많은 동식물이 사라졌다. 독도 강치 또한 고기와 기름 그리고 가죽을 노린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멸절의 원인이다.
- 보호 방법

국제 분쟁 조정 위원회나 세계의 환경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강치 고기나 기름, 가죽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힘을 모아 일본으로 탄원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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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치는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가?

✚ 강치 복원 프로젝트

기록에 의하면 강치는 선사 시대 때부터 동해안과 일본 일대에 서식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남획으로 인해 개체 수가 줄어 20세기 초에는 독도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만 발
견될 정도로 수가 줄어 있었다. 바위가 많고 먹이가 풍부했던 독도는 강치들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보금자리였으며, 중요한 번식지였다.
그러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일본인 어업가의 등장으로 독도 강치의 생존은 위협을
받기 시작한다. 당시 강치 한 마리는 황소 10마리의 값어치와 맞먹었다. 다도(茶道)에서
샘물을 뜨는 바가지로 강치 가죽은 큰 인기를 끌었으며, 강치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파리

▶ 현재 독도에서 볼 수 없다는 강치, 동영상을 시청한 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적어 봅시다.

강치는 1974년 일본 훗카이도에서 마지막 한 마리가 생포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1934년
독도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바탕으로 일본인들이 독도의 가제바위에서 독도 강치를 포획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1900년대 수십 년에 걸쳐 독도 강치가 일본 어부들에 의해 대량 포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치는

박람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그 인기와 가격은 날로 치솟았다.(강치 29마리는 현 시가로 계

당시 일본 어부들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부드러운 강치 가죽은 가죽 제품으로, 강치의 피하 지방은 기름으로

산하면 약 2억 4,000마리의 값어치를 지녔다.)

이용하였고 살과 뼈는 비료로 이용하였다. 당시 강치 한 마리의 가치는 소 10마리의 값어치와 비슷하였다.

살아 있는 노다지였던 강치를 독점하기 위해 나카이 요사부로는 일본 내무성을 찾아
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귀속한 후 본인에게 10년간 임대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당시
미묘했던 국제 관계로 인해 처음에 주저했던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
고자 이를 받아들였다. 러·일전쟁 승전 후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포고 제40호를 공
포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일본에 편입시켰다. 이 작업은 비밀리에 추진돼 대한 제국은 물
론 다른 나라도 알지 못했다. 1906년 3월이 되어서야 독도를 대한 제국 영토에 편입했다는

암컷은 그물로 잡았고 크기가 큰 수컷은 총으로 잡았다. 또한 포획한 새끼 강치들은 서커스용으로 팔았다.
일본의 어업가였던 나카이 요사부로는 강치를 잡기 위해서 독도의 강치 어업 독점권을 구매한 후 1904년부터
8년 동안 무려 14,000마리에 달하는 강치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남은 강치들은 1948년 독도에서
훈련하던 일본주둔 연합군들의 사격 연습용으로 무참히 죽어 갔다.

사실을 알렸으나 한국의 외무부는 이미 붕괴되어 있었다. 이후 독도에서는 말 그대로 ‘살
육’이 시작된다. 나카이 요사부로가 설립한 다케시마어렵회사는 1904년부터 8년간 약 1만

생존해 있던 종의 개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멸종 또는 절멸이라고 한다. 우리가 ‘독

4,000마리의 강치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지방은 기름으로, 살과 뼈는 비료로, 가죽은

도 강치’라고 부르는 종(種)은 현재 멸종 상태다. 독도와 울릉도 해역에 강치가 생존하고

가방이나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어린 강치들은 서커스에 팔렸다.

있으며 물속에서 노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지만 공식적

이러한 이유로 이후 목격담이 전해질 뿐 현존하는 기록이나 자료에서 강치(바다사자)
가 다시 발견되었다는 기록은 전무하다. 2011년에 정부 당국은 끝내 독도 강치가 멸종되

으로 강치는 197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포획된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국내에
서도 1972년 독도 번식이 확인되고, 1975년 목격된 이래 관측된 적이 없다.

었음을 선언하였다.(일본은 이미 1991년에 멸종을 선언하였다.)
[출처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공식 네이버 블로그, [독도] 01. 독도 강치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으시나요?,
https://blog.naver.com/vank1999/220141211760]

[출처 : 1934년 촬영한 독도 강치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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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953년 독도에서 제주 해녀 김공자 씨가 새끼 강치와 함께 찍은 사진,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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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서 모두 사라져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강치, 강치 복원 프로젝트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 복원 사업

미국 옐로스톤 국립 공원의 늑대 복원 사업은 종 복원 사업에 있어 세계에서도 가장 성
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주민과 가축 보호의 명분 아래 마구잡이로 사냥을 당했던 옐로스
ⓒ YTN 뉴스, http://www.neosomo.co.kr/demo/Gangchi/

톤 늑대는 1926년 끝내 자취를 감추었고, 포식자가 사라지자 생태계는 말 그대로 엉망이
되었다. 1995년 캐나다에서 회색 늑대 14마리를 데려와 방사하였고, 여러 노력 끝에 현재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를 인정받는 방법은 생태 복원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포함된다.

국립 공원 내의 회색 늑대 개체 수는 1,300마리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늑대 복원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거나 외국의 매스컴에 광고를 하는 것도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의

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원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나이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무의미하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시파단 섬 분쟁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영토를 인정받는 방법은 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국가의 손을
들어 준다는 것이다. 실효 지배란 것도 그냥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독도 강치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가 독도 강치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독도 해안의 강치 복원 사업

✚ 다시 만나자, 강치야

독도에서 더 이상 강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수생 포유류 중에서 유전자
적으로 강치와 가장 비슷한 종을 찾아 데려온 후 독도에 방사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

▶ 2006년 우리 정부는 국외 전문가들과 함께 독도 강치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재까지 독도 강치는 발견되지 않았지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내가 강치 복원 프
로젝트 연구원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는 큰바다사자(Eume topias jubatus)등 3종류의 바다사자가 서식하고 있다. 독도 강치로
추정되는 이곳의 큰바다사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바다를 자세히 탐사하여 강치의 흔적을 찾아서 유전자를 이용하여 복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이나 국내 언론사 등에서 강치의 흔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에 기증하거
나 빌려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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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을 싣고 하늘을 나는 풍등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년
대상 학년

난이도

중학교 1~3학년

중

1-3

차시

1

관련 교과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입자의 운동
[9과04-01] 기체의 확산과 증발 현상을 관찰하여 입자가
운동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용 가능 교과

준비물

과학, 미술, 수학, 기술

풍등 만들기 키트 개당 약 500원
추가 한지 장당 약 200원

과학

과학과 진로
[9과07-01]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일을 조사하고, 그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실험실 수업 필요, 수업 마지막 차시는 야외
에서 풍등을 날려 보길 권장
•1·2차시 스마트폰 필수(애플리케이션은 수
업시간 전에 미리 학생들이 설치하도록 함)

기술·가정·미술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창의적 체
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학급 특색 프로그램으로 운
영할 수 있음

직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기술·가정

미디어와 이동 통신의 활용
[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2

과학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9과04-04]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실생활의 예를 찾을 수 있다.

풍등 만들기 키트
(고체 연료, 철사, 한지)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증강 현실
꿈 카드

증강 현실
실험 미션 카드

기술·가정

미디어와 이동 통신의 활용
[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활용한다.

개발자
추천의 말

최근 떠오르고 있는 증강 현실 기술이 활용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디어 활용 정보 통신 기술

3-4

수학

의 트렌드를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한 수업이다. 또한 과학적 원리를 미술 활동과 연계하여 진로 지도에

다면체
[9수04-07] 다면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접목시킨 것으로 과학적 흥미를 돋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신의 꿈이 담긴 풍등을 날려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성
찰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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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본 프로그램은 내 꿈을 싣고 하늘을 나는 풍등을 주제

안내해 주도록 하고,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름을 인정하고

로 과학적 원리를 기술 활용과 연계하여 진로 지도에 접

각자에게 맞는 풍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

목시킨 것으로 과학적 흥미를 돋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하다.

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꿈을 가진 자만이 꿈을 이룬다고 하였다. 꿈이 있는 거

상황 제시 CO

창의적 설계 CD

자신의 꿈을 위해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발전할

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사춘기 초기이니, 이러한 활

• EBS 지식채널e의 <어느 중퇴생의
꿈>이라는 영상을 보며 꿈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이야깃거리를 구성한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동을 통해 꿈에 대해 생각하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학생

• 증강 현실 꿈 카드를 작성한다.

들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소원을 비는 여러 방법을 소개하고
그중 하나를 택해 소원을 빌 것을
제시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

북이는 지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이제 진로에 대해 본격

기에서 본인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감성적 체험 ET

• 자신만의 풍등에 대해 설명한다.

• 과거 인류의 하늘을 날기 위한 노력
등을 탐색한다.

• 꿈 카드 마커를 풍등에 부착한다.

• 풍등과 열기구 속에 담긴 과학적 원
리를 파악한다.

• 풍등을 날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 등을 생각해
본다.

• 실험을 통해 샤를의 법칙을 탐구한다.
• 풍등을 디자인(풍등 몸통의 색, 모양
설계) 한다.
• 증강 현실로 실험 미션을 풀어 본다.
• 풍등을 제작한다.

학습 목표

내용 목표

차시별 활동 흐름

과정 목표

•실험 또는 자료 해석으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방법, 실행, 평가의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의 과정을 안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 분자의 배열 및 운동 상태
변화를 분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차시

있다.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1

표현한다.

STEAM 과목 요소

2

3-4

우리의
꿈을 실은
풍등
날리기

T E 샤를의 법칙을 응용한 플라스크에 고무풍선 밀어 넣기, 풍등 설계하기
A 풍등 꾸미기
M 풍등 다면체 몸통 제작, 샤를의 법칙의 수학적 적용 이해하기

하늘을
날기 위한
노력

풍등의
원리
이해하기

S 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및 분자 운동의 변화, 밀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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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정보 미디어 및 이동 통신 기기를 개인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면체의 뜻을 알고, 다면체의 전개도를 이해할 수

차시명

자신의 꿈과 희망하는
진로를 탐색하여 보고
꿈 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열기구와 풍등이
떠오르는 것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설명할 수 있다.

풍등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날려 볼 수
있다.

주요 내용
자신의 꿈에 대해 상기하기
- 영상과 읽을 자료 살펴보기
꿈 카드 만들기
- 꿈 카드를 꾸미고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영상 촬영하기
-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으로 꿈 카드에 영상을 연결한 후 확인하기  
샤를의 법칙 실험하기
- 풍등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실험 활동
샤를의 법칙 미션 수행하기
- 샤를의 법칙 미션 5가지 중 1개를 선택하여 실험하기
- 실험 장면 영상으로 촬영하기
증강 현실 기술로 미션 카드 만들기
-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션 카드에 자신의 실험 영상을 연결한 후
확인하기
풍등 제작하기
- 입체도형의 형태를 고안하고 전개도 만들기
- 자신이 고안한 형태대로 풍등을 제작하기
풍등 날리기
- 풍등에 자신의 꿈 카드를 매달기
- 풍등 날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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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
수행·관찰 평가 기준표

수업 차시

1차시

2차시

평가 항목

해결 방안 및
계획

우수(A)

샤를의 법칙을 이용한 실험 계
획을 잘 세우고, 이를 이용하
여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보통(B)

샤를의 법칙을 이용한 실험
계획을 세웠으나, 미션 수행이
조금 미흡함

미흡(C)

샤를의 법칙을 이용한 실험 계
획을 세우는 과정이 미흡하여
미션을 수행하지 못함

호기심과
자신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
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의 흥
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
결할 때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지 않음

문제 해결
과정

본인이 선택한 풍등 몸통 모
양의 전개도를 잘 그리고 계
획대로 풍등을 잘 완성함

본인이 선택한 풍등 몸통 모
양의 전개도는 그릴 수는 있
으나 풍등을 완성하는 데 어
려움이 있음

본인이 선택한 풍등 몸통 모양
의 전개도를 그리지 못하고 풍
등을 완성하지 못함

자기 평가 계획
수업 차시

평가 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1차시

진로
설계

나의 꿈을 잘 알고 있으며, 앞
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생각함

나의 꿈에 대해 잘 알고는 있
으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함

나의 꿈과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함

3-4차시

창의성

풍등을 만들고 날리면서 독자
적으로 독창적이며 정교하게
완성함

풍등을 만들고 날리면서 다른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따라 함

풍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정
교하지 못하여 날리지 못함

평가 기록지
수업
차시

3차시
이름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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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으나
끈기가 부족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가
부족함

산출물
도출

풍등을 날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잘 설명함

풍등을 날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원리 설명이 미
흡함

풍등을 날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지
못함

수행·관찰 평가
1-2차시
해결 방안
및 계획

호기심과
자신감

자기 평가

3차시
문제 해결
과정

집중과
끈기

4차시

1차시

3-4차시

산출물
도출

진로 설계

창의성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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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차시
과목

과학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샤를의 법칙을 이해한 뒤 법칙을 이용한 실험 계획을 잘 세우고, 이를 이용하여 미션
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
으로 참여함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
술한 경우

하늘을 날기 위한 노력

수업의 흐름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꿈 카드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
술한 경우

1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꿈 카드 작성하기

나의 꿈
나의 장래 희망

나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뒤 꿈 카드에 적어 보기,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꿈 영상 촬영하기

수학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입체도형의 전개도
를 평면도형으로 유추하고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함

뛰어난 성취를 보인 영역
의 수행 평가 결과를 기술
한 경우

2

기술

새로운 기술인 증강 현실 기술에 흥미를 갖고 탐색하며 다양한 곳에 응용하려는 자
세와 아이디어를 보임

풍등과 열기구가 공중에 뜨는 원리를 실험으로 이해하기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
술한 경우

3
미술

본인이 선택한 풍등 몸통 모양의 전개도를 한지 위에 잘 그리고 계획대로 풍등을 잘 완
성함

풍등이 날아가는
과학적 원리 이해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으로
증강 현실
확인하기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으로 꿈 카드 위에 나타나는 꿈 영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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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과정안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꿈 카드 만들기, 자신의 꿈을 담은 영상 촬영하기
학습 주제
과목

단원

학습 목표

하늘을 날기 위한 노력

차시

1/4

과학, 기술·가정

▶▶꿈 카드에 자신이 원하는 꿈을 적어 꾸미기
- 이 시간 여러분의 꿈을 한번 적어 볼까요?

과학(기체의 성질, 과학과 나의 미래), 기술·가정(정보 통신 기술과 소통)

색연필, 스티커 등의 꾸미기 재료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꿈 카드에 자신의 꿈을 적지 못했

• 자신의 꿈과 희망하는 진로를 탐색하여 꿈 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면, 고용노동부 워크넷, 커리어

• 열기구와 풍등이 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황 제시

넷 등을 활용하여 직업 심리 검사
나 홀랜드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자신의 꿈에 대해 상기하기

STEAM
교수 학습

 증강 현실 마커 꿈 카드, 사인펜,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EX1 선천적 기형이나 사고로 인해 외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

창의적 설계

꿈 카드 만들기, 자신의 꿈을 담은 영상 촬영하기

준거
감성적 체험

꿈 카드의 증강 현실 확인

직업군을 알아본 후 그중에서 자

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

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꿈

EX2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그린 영화를 만드는

카드 쓰기에 활용해 볼 수 있다.

영화감독
 고용노동부 워크넷

교사
준비물

증강 현실 마커 꿈 카드, 풍선, 250㎖ 이상의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http://www.work.go.kr)

tip 여기서 꿈은 장래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 즐거

1,000㎖ 비커 2개, 알코올램프, 뜨거운 물, 찬물, 학생 활동지

움, 또는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와 같은 다짐을 모두 포함한다.
학생

16′

스마트폰, 사인펜, 색연필, 스티커 등의 꾸미기 재료

전개
▶▶내 꿈을 설명할 영상 만들기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한다. 사진이나 소

에듀넷

품 같은 것을 이용해 설명해도 되고, 모둠이나 2인으로 조를 이

준비한다.

- 여러분은 꿈이 있는가? 우리는 꿈을 왜 가져야 할까?

 담임 교사를 위한 중학교 진로
탐색 집단 상담 프로그램 : 부산

- 영상은 너무 길게 촬영하지 않고 20~40초의 짧은 영상으로

- 자신의 꿈에 대해 상기하기

(http://career.go.kr)

-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기

루어 상대의 영상을 찍어 준다.

꿈의 중요성

 커리어넷

- 이후 촬영한 영상을 꿈 카드에 증강시킬 것이다.

(http://www.busanedu.net)
 사이버진로교육센터
(http://cyber-edu.keis.or.kr)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인터넷과 함께하는 진로찾기

- 꿈과 관련된 영상 <어느 중퇴생의 꿈> 시청하기
- 읽을거리 제공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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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나요? 하버드 대학교
의 학생 가운데 단 3%만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
가 있었습니다. 10년 후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본 결과 꿈이
있었던 3%의 사람들이 97%의 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꿈
이 없었던 97%의 사람들이 3%의 돈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꿈은 목표죠. 꿈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동영상 <어느 중퇴생의 꿈>

3′

 한국MBTI연구소

▶▶소원을 빌어 보기

(http://mbti.co.kr)

- 소원을 비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EX1 풍등 날리기

 “My life my vision”,
한국비전교육원, 강헌구
(http://www.k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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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증강 현실 확인하기
하늘을 날기 위한 노력 탐색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으로 꿈 카드 위에 올라간 꿈 영
▶▶학습 목표 제시
- 풍등은 어떻게 하늘에 뜰 수 있는 걸까?
- 풍등과 열기구의 공통점 찾기

증강 현실 앱 ‘HP Reveal’ 설치 방

상 확인하기

 동영상 <라이트 형제의 하늘을

법 및 준비 안내

- ‘HP Reveal’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메시지 카드를 사진으로

나는 꿈>

-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찍는다.

5′

증강 현실 앱은 클라우드
방식의 무료 공개 애플리케이션

- 증강될 overlay로 직전에 촬영한 꿈 영상을 선택한다.

▶▶열기구의 시작은 하늘을 날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에서 시

이다.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에

- 촬영한 메시지 카드 사진과 비슷한 각도로 카메라 화면을 비추

작되었음을 알고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서 사용할 수 있다.

면 메시지 카드 위에 꿈 영상이 증강되어 나타난다.

전개

- 뒤몽의 열기구 탐험에 관한 편집 영상을 보면서 풍등이 뜰 수

자세한 설치 방법은 참고 자료

- 이후 4차시에서 꿈 카드를 풍등에 매달아 날릴 예정이다.

에 안내되어 있다. 설치 후 학생
들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있는 원리를 생각해 보게 한다.

사진과 영상을 클라우드 방식

tip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 ‘HP Reveal’을 사용한다. 자세한 사용

으로 업로드한 후 공개로 공유/

법은 참고 자료에 안내되어 있다.

비공개로 본인만이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수업 시간 전에
미리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 꿈 카드에 메시지를 증강시킨 모습

풍등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 이해

계정 생성해 두어도 좋다.

전개

▶▶풍등과 열기구가 뜨는 현상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기체의 부피 변화 실험을 통해 원리를 파악한다.
- 실험 과정
 실험 도구 준비

① 그림과 같이 가지 달린 플라스크에 공기를 조금 넣은 풍선을

- 풍선, 250㎖ 가지 달린 삼각

끼운다.(풍선이 빠지지 않도록 고무줄로 연결 부위를 단단히

② 플라스크를 얼음물에 넣고 풍선의 변화를 관찰한다.
③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에 넣고 풍선의 변화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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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플라스크, 1,000㎖ 비커 2개,

고정한다.)

뜨거운 물, 찬물

19′
 샤를의 법칙

정리

- 실험 후 실험실 정리하기

2′

- 다음 차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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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1

학생 활동지

나의 꿈에 대해 알아보기

두어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고, 10%는 비교적 여유 있게 살고 있으며, 60%는 겨우 생계를
꾸려 가고 있고, 나머지 27%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렵게 산다는 것이었다. 여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3%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어떤 대학에서 인구 통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인구의 3%가 엄청난 성공을 거

나의 꿈과 희망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산층 10% 그룹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긴 했으나 이를 글로 쓰지는 않고 마음속에
만 품고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상류층 3%와 중산층 10%는 학력, 재능, 지능 면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고 한다.

무엇이 필요할까

필기도구, 꿈 카드, 스마트폰(또는 태블릿PC)

목표를 가지고 있는 10%의 중산층과 목표가 거의 없는 60%의 서민층 사이의 재산,
소득, 사회적 영향력 등의 격차는 2배, 3배, 5배 정도에 불과하지만, 목표를 글로 쓴 상류
층 3%와 글로 쓰지 않은 중산층 10% 사이의 격차가 10배, 20배, 30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목표를 기록해 둔 종이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단 몇 줄의 글을 쓰는 동안 자신
의 성공을 향한 행동화의 결의가 더욱 굳어지게 되고,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글로 쓴

✚ 나의 꿈은 무엇인가?

목표를 가진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해서 목표를 글로 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단

어느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스콧 애덤스는 작은 칸막이로 나누어진 사무실

3%만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

책상에 앉아 낙서를 하곤 했다. 그는 빈 노트에 “나는 신문 협회에 공급되는 만화를 그리

가 있었다.

는 유명한 만화 작가가 될 것이다”라는 글귀를 하루에 열다섯 번씩 썼다. 비록 그 당시 그

10년 후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본 결

의 만화는 많은 신문사로부터 수도 없이 거절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시련을 참고 또 참아

과 꿈이 있었던 3%의 사람들이 97%

결국 스스로 하루에 열다섯 번씩 썼던 글귀들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

의 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꿈이 없었던

았다. 만화 ‘딜버트’를 각종 신문, 잡지에 배급하는 계약에 서명한 후부터는 예전의 글귀를

97%의 사람들이 3%의 돈을 가지고 경

“세계 최고의 만화가가 되겠다”로 바꾸고 그것 역시 하루에 열다섯 번씩 썼다. 이제 세계

쟁하고 있었다.

어딜 가 보아도 딜버트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정말 세계 최고 만화가가 된 것이다.

꿈은 목표이며, 꿈이 있어야 내가 무

[출처 : 강현구,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중에서, 한언출판사, 2007]

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고 더 구
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 ‘꿈’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꿈을 가진다면 진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꿈은 학력, 재능, 지능보다 진로에 있어 우선이라고 한다.
좋은 꿈이 있어야 인생의 목표에 큰 도움이 된다. 꿈이 있어야 성공에 더 가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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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비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 꿈 카드 만들기
▶ 아래의 이미지 중 1개를 선택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작성하여 꿈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꿈 카드

꿈 카드

나의 꿈
나의 장래 희망

나의 꿈
나의 장래 희망

예시) 1. 선천적

기형이나 사고로 인해 외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
2.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그린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

꿈 카드

꿈 카드

나의 꿈
나의 장래 희망

나의 꿈
나의 장래 희망

▶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빌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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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이해하기

1차시-2

학생 활동지

정답 예시 :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냉각

가열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얼음물

이 활동을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실험을 통해 풍등이 하늘을 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풍선, 250㎖ 이상의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1,000㎖ 비커 2개, 뜨거운 물, 찬물, 알코올
램프

▶ 4. 풍선이 커질 때, 플라스크와 풍선 안 기체의 <보기> 내용 중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 변함
없는 것으로 각각 구분해 봅시다.
<보기>
분자의 운동 속도, 분자의 개수, 분자의 충돌 횟수,
분자 사이의 거리, 분자의 크기

✚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실험 과정>

증가하는 것

➊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지 달린 플라스크에 공기를 조금 넣은 풍선을 끼운다.

분자의 운동 속도, 분자 사이의 거리,
분자의 충돌 횟수

(풍선이 빠지지 않도록 고무줄로 연결 부위를 단단히 고정한다.)
➋ 플라스크를 얼음물에 넣고 풍선의 변화를 관찰한다.

감소하는 것

➌ 플라스크를 가열하며 풍선의 변화를 관찰한다.
변함없는 것

▶ 1. 풍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래 그림에 그려 봅시다.

분자의 개수, 분자의 크기

▶ 2. 삼각 플라스크를 얼음물에 넣었을 때의 공기 분자와 움직임을 아래 그림에 그려 봅시다.(풍
선과 플라스크 속)

✚ 풍등이 뜨는 원리 알아보기
▶ 3. 삼각 플라스크를 더운 물에 넣고 가열했을 때의 공기 분자와 움직임을 아래 그림에 그려 봅
시다.

냉각

▶ 그림은 실온의 공기를 풍선 속에 넣었을 때 공기 분자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열

얼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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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시

1. 풍선 속의 공기가 데워졌을 때 풍선의 변화와 풍선 속 공기 분자의 움직임을 나타내어

풍등의 원리 이해하기

봅시다.

수업의 흐름

흐름

활동명

1

샤를의 법칙에
대한 미션
제시하기

주요 내용

정답 예시 :

샤를의 법칙에 대한 미션 5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

2. 풍등이 뜨는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공기가 데워지면 풍등 안의 공기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밀도가 작아지면서 풍등이 뜰 수 있다.
▶ 증강 현실이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로, 현실 세

2

계에서 실시간으로 부가 정보를 갖는 가상 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주는 혼합 현실을

샤를의 법칙에
대한
미션 콘테스트

말합니다.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가 만든 꿈 카드 위에 꿈 영상을 띄우고 실제로 나타

미션을 풀기 위해 스스로 실험 계획을 세우고 실험하기

나는지 직접 확인해 봅시다.

실험 결과를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하기

|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꿈 카드 확인하기 |
➊ 증강 현실 앱 ‘HP Reveal’을 실행시킨다.
➋ 자신의 계정을 만든다.
➌ 증강 현실 마커인 Aura를 만들기 위해 카메라로 자신의 꿈 카드를 사진으로 찍는다.
➍ 증강될 대상인 Overlay를 만들기 위해 device에서 촬영한 꿈 영상을 선택한다.
➎ 꿈 영상이 꿈 카드 위에 어떻게 나타날지 위치를 조절한다.

3

온도에 따른 분자
운동과 밀도 변화
이해하기

➏ 새로 만든 꿈 카드 Aura의 이름을 설정해 준다.
➐ 처음의 카메라 화면이 나타나면 처음에 찍은 꿈 카드 사진의 각도와 비슷하게 비춘다.
➑ 꿈 카드 위에 꿈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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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단원

풍등의 원리 이해하기

차시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2/4

과학, 기술·가정

샤를의 법칙에 대한 미션 콘테스트

과학(기체의 성질), 기술·가정(정보 통신 기술과 소통)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실험 계획하여 실시하기
학습 목표

열기구와 풍등이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설명할 수 있다.
상황 제시

-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미션 5가지 제시하기

풍등 날리기 미션 제시

STEAM
교수 학습

ㆍ미션 1 : 춤추는 동전
창의적 설계

샤를의 법칙에 대한 미션 콘테스트

- 병 위의 동전을 손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기

준거

ㆍ미션 2 : 풍선 넣기
감성적 체험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으로 샤를의 법칙 미션 실험 영상 확인하기

- 플라스크 입구에 풍선을 씌우고 스스로 플라스크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ㆍ미션 3 : 재활용 분수

500원 동전, 폐소주병 3개, 1,000㎖ 비커(모둠별 2개), 뜨거운 물, 찬물, 스포이트,
교사

- 뚜껑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끼운 병에서 물이 저절로 나오게 하기

250㎖ 둥근 플라스크, 작은 풍선, 병뚜껑, 빨대, 송곳, 고무찰흙, 작은 구멍이 하나 있

준비물

ㆍ미션 4 : 오줌싸개 인형

고 속이 빈 고무 인형, 학생 활동지

뜨거운 물 및 가열 장치를 사용할
때 조심할 것

- 구멍이 하나 뚫린 속이 비어 있는 인형에서 물이 저절로 나오게 하기

학생

전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

ㆍ미션 5 : 저절로 들어가는 메추리 알
- 삶은 후 껍질을 벗긴 메추리 알을 병의 입구에 올려놓았을 때 스스로 병

35′
유리병이 깨질 수 있음에 유의

속에 들어가게 하기

- 각 모둠장이 무작위로 미션을 뽑는다.
- 미션에 필요한 주요 재료를 주고, 각 모둠원끼리 회의하여 실험
방법과 필요한 실험 재료를 선택하게 한다.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 모둠 판에 실험 준비물과 실험 과정을 쓰게 하고 실험 결과를
시범 보이며 발표한다.
- 실험 결과를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한다. 촬영한 영상은 모둠
원과 공유하여 이후에 증강 현실 Overlay로 사용할 것이다.

미션 제시 – 자신의 꿈을 담은 풍등을 날려 보기
tip

도입

▶▶복습 및 미션 제시하기

5′

콘테스트 결과 다른 팀과 자신의 팀 전략을 비교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 지난 수업 복습하기
- 모둠으로 실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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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샤를의 법칙 미션 영상을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으로 감

샤를의 법칙에 대한
미션 콘테스트

2차시-1

학생 활동지

상하기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기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 열기구 미션 카드를 모둠원에게 배부한다. 미션 카드 뒷면에 모
둠명과 실험 내용을 적는다.
- 스마트폰으로 ‘HP Reveal’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열기구

이 활동을 하면

샤를의 법칙을 실험해 보고 열기구와 풍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미션별 실험 준비물 확인

미션 카드를 사진으로 찍는다.
- Overlay로 실험 영상을 선택한 뒤 위치를 조절한다.
- 미션 카드를 카메라로 비춰서 증강 현실로 나타나는 실험 영상
을 확인한다.

▼ 미션 카드 앞면

✚ 미션 콘테스트

정리

5′

 열기구 증강 현실 마커 활용

▶ 다음의 주어진 실험 기구 및 재료를 적절히 이용하여 제시된 콘테스트 과제를 과학적 탐구 과정
및 방법에 따라 실험해 봅시다.
▶ 실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미션

실험 준비물
500원 동전,
폐소주병
<공통 준비물>

▼ 미션 카드에 열기구의 원리를 보여 주는 3D 모델을 증강시킨 모습
1

춤추는
동전

1,000㎖ 비커 2개,

실험 과정
1. 병을 찬물이 담긴 비커에 담아
온도를 낮춘다.
2. 병 입구를 500원 동전으로 막고

보완할 점, 유의 사항
100원 동전은 병 입구와 크기가
거의 동일하여 옆으로 밀려나
동전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넣는다.

뜨거운 물, 찬물,
스포이트

250㎖ 둥근
플라스크,
작은 풍선
2

정리하기
- 실험실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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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넣기

<공통 준비물>

1. 250㎖ 둥근 플라스크를 더운물
속에 넣고 충분히 데운다.
2. 입구에 풍선을 씌운 후 찬물에

과정 1에 앞서 플라스크 안쪽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어 주면
풍선이 더 효과적으로 들어간다.

넣는다.

1,000㎖ 비커 2개,
뜨거운 물, 찬물,
스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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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2
미션

실험 준비물
폐소주병, 병뚜껑,
빨대, 송곳,

3

재활용
분수

실험 과정
1. 병뚜껑에 빨대와 같은 크기의
구멍을 뚫고 빨대를 끼운다.

고무찰흙

2. 병에 찬물을 넣고 뚜껑을 끼운다.

<공통 준비물>

3. 고무찰흙으로 병뚜껑 주변을 잘

1,000㎖ 비커 2개,
뜨거운 물,
찬물,

막는다.

보완할 점, 유의 사항

학생 활동지

증강 현실 미션 카드
만들기

빨대가 가늘수록 실험이 잘
된다.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찬물에 색소를 넣어 잘 보이도록
한다.

4. 찬물로 병 안의 온도를 낮춘 후

✚ 증강 현실 미션 카드 만들기

뜨거운 물에 담근다.

스포이트

4

오줌싸개
인형

작은 구멍이 하나

1. 인형을 뜨거운 물에 담가 내부

있는 속이 빈 인형

온도를 높이며 내부 기압을

<공통 준비물>

최대한 낮춘다.

1,000㎖ 비커 2개,
뜨거운 물,
찬물,

저절로
5

▶ 증강 현실이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로, 현실 세계
에서 실시간으로 부가 정보를 갖는 가상 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주는 혼합 현실을 말한
다. 미션 카드를 받아 모둠명과 미션 주제를 적고, 실험 결과를 영상으로 찍어 이 카드 위에 증강
시킨다.

물이 많이 들어가도록 한다.
3. 인형을 세워 두고 스포이트로
윗부분에 따뜻한 물을 뿌린다.

폐소주병,

1. 빈 폐소주병을 뜨거운 물에 담가

<공통 준비물>

한다.

2. 인형을 찬물에 담가 안쪽으로

스포이트

메추리 알

찬물에 색소를 넣어 잘 보이도록

충분히 데운다.
2. 찬물이 담긴 수조에 빈

안쪽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어

미션 카드

주어 병 안의 공기를 충분히
데워 준 후 병 입구에 올려

들어 가는

1,000㎖ 비커 2개,

폐소주병을 넣고 병 입구에

두면 껍질 벗긴 메추리 알이

메추리 알

뜨거운 물,

껍질을 벗긴 메추리 알을 올려

더 효과적으로 병 안으로 빨려

찬물,

둔다.

들어간다.

모둠명 :

미션 주제 :

스포이트

|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증강 현실 미션 카드 만들기 |
➊ 증강 현실 앱 ‘HP Reveal’을 실행시킨다.
➋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한다.
➌ 증강 현실 마커인 Aura를 만들기 위해 카메라로 미션 카드를 사진으로 찍는다.
➍ 증강될 대상인 Overlay를 만들기 위해 device에서 촬영한 미션 실험 영상을 선택
한다.
➎ 미션 카드 위에 영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위치를 조절한다.
➏ 새로 만든 미션 카드 Aura의 이름을 설정해 준다.
➐ 카메라 화면이 다시 나타나면 처음에 찍은 미션 카드 사진의 각도와 비슷하게 비춘다.
➑ 미션 카드 위에 실험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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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치 방법

참고 자료

증강 현실

➊ 구글 Play 혹은 애플 App store에서 HP Reveal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설치한다.
➋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자기만의 Aurama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
정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후 자신의 계정에서 만들어진 Aurama를 관리하고 삭제·공
유할 수 있다.
➌ 메인 보드 : 4개의 모터가 연결되며, 블루투스 모듈이 부착되어 스마트폰과 연결될 수 있다.

∷ 증강 현실 앱 ‘HP Reveal’ (구 Aurama) 안내 및 설치 방법

➍ 배터리 : 드론 바닥 종이컵 내에 고정되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메인 보드에 전원을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인 ‘HP Reveal’은 모바일로 손쉽게 AR 마커(Aura)를 직접 제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컴퓨터의 USB 단자와 연결되는 젠더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IOS와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3. 오버레이 콘텐츠 설정하기
✚ 1. 오버레이 콘텐츠 / 트리거 이미지
➊ 처음 화면에서 카메라 화
오버레이 콘텐츠 :
카메라를 비추면 나타나게 될
콘텐츠, 영상 혹은 사진

ⓒ Marysol Cruz, https://rhsrumbler.com/archives/11369

트리거 이미지 :
카메라로 비춰질 타깃인 마커.
사진을 찍어서 만든다.

오버레이 콘텐츠와 트리거 이미지가 한 세트를 이루며, Reveal에서는 이 세트를 Aurama로
부릅니다.

면의 돋보기를 클릭한다.

➋ explore 메뉴 하단의 +를
선택한다.

➌ 화면에 나타나게 될 오버

➍ 자신이 직접 사진이나 영

레이 콘텐츠를 설정할 수

상으로 콘텐츠를 설정할

있다. 우선 라이브러리에

수 있다. 하단의 device를

서 제공하는 3D 애니메

선택 후 camera를 선택해

이션 모델들을 선택할 수

바로 사진/영상을 촬영하

있다. 수업에서는 학생들

거나 library에서 기존에

이 찍은 영상을 오버레이

있던 사진/영상을 선택할

로 쓸 예정이므로 하단의

수 있다. 라이브러리를 선

Device를 눌러 다음 단계

택하고 movie를 선택하여

로 넘어간다.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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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트리거 이미지 설정하기

✚ 5. 채널을 만들어 공유하기

➊ 카메라 화면이 나타나면

➋ 앞서 선택한 오버레이 콘

➊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

➋ Create channel을 선택한

트리거 이미지가 되길 원

텐츠(학생들이 촬영한 영

하기 위해서 채널을 만

다. 채널 이름과 프로필 이

하는 곳을 화면에 비춘 뒤

상)가 화면에 어느 위치에

들 수 있다. 하단 오른쪽

미지를 설정하면 자신의

에 카메라 버튼을 클릭한

어느 정도 크기로 나타날

의 사용자 아이콘을 클릭

채널이 생성된다.

다. 아래의 색깔 바는 트리

지를 드래그하여 조정해

하여 본인 설정 화면으로

거 이미지의 적절성을 표

준 뒤 아래의 > 버튼을 누

들어와서 public 탭의 my

시하는 것으로 초록색 쪽

른다.

public aura 옆 + 아이콘을

으로 가야 인식이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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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다.

➌ 내가 만든 aura의 이름을

➍ 앞서 설정한 트리거 이미

➌ 채널 창의 share 버튼을

설정하고 이 aura를 비공

지를 다시 화면으로 비추

눌러 이메일이나 문자 등

개로 할지, 공개하여 다른

면 설정한 오버레이 콘텐

으로 링크를 공유할 수 있

사람들과 공유할지를 설

츠가 나타난다.

다. 공개/비공개 설정, 그

정한 뒤 finish 버튼을 선택

동안 올린 aura도 관리할

한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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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 현실이란?

실의 공간’에서 ‘가상의 적’과 대결을 벌이는 형태가 된다. 때문에 증강 현실이 가상 현실
에 비해 현실감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의 개념

이 밖에 가상 현실은 일반적으로 영화나 영상 분야 등 특수 환경에서만 사용되지만,
증강 현실은 현재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활용될 만큼 대중화된 상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이다. 현실 세계
에 실시간으로 부가 정보를 갖는 가상 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주므로 혼합
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한다. 현실 환경과 가상 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

을 통한 지도 검색, 위치 검색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증강 현실에 포함된다. 다만 컴퓨터
는 이동 중 사용이 곤란하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휴대용 기기를 대상으로 한
증강 현실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현실 시스템(hybrid VR system)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개

[출처 : 네이버 캐스트, 증강 현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7019]

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보완해 주는 개념인 증강 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 증강 현실의 유형

진 가상 환경을 사용하지만 주역은 현실 환경이다. 컴퓨터 그래픽은 현실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사 영상에 3차원 가상 영상
을 겹침(overlap)으로서 현실 환경과 가상 화면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가상 현실 기술은 가상 환경에 사용자를 몰입하게 하여 실제 환경을 볼 수 없다. 하
지만 실제 환경과 가상의 객체가 혼합된 증강 현실 기술은 사용자가 실제 환경을 볼 수
있게 하여 더욱 나은 현실감과 부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
변을 비추면 인근에 있는 상점의 위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입체 영상으로 표기된다.
(중략)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게임 및

▶ 1. 마커의 인식 방식에 따른 유형
•이미지 마커 기반 증강 현실
: 이미지 마커를 매개로 하여 3D 가상 이미지와 정보를 현실 세계 위에 증강시킴. 특정한 기호 무늬이나 사진과
같은 내추럴 이미지를 사용 가능

•위치 기반 증강 현실
: GPS 기술 등을 사용하여 특정한 위치를 매개로 하여 3D 가상 이미지와 정보를 현실 세계 위에 증강시킴

모바일 솔루션 업계, 교육 분야 등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증강 현실을 실외에서 실현하는 것이 착용식 컴퓨터(wearable computer)이다. 특히

▶ 2. 디스플레이에 따른 유형

머리에 쓰는 형태의 컴퓨터 화면 장치는 사용자가 보는 실제 환경에 컴퓨터 그래픽, 문자

•헤드 착용(See-through head mounted device)

등을 겹쳐 실시간으로 보여 줌으로서 증강 현실을 가능하게 한다.

•영사 (Projection-based display)

따라서 증강 현실에 대한 연구는 착용 컴퓨터 개발이 주를 이룬다. 개발된 증강 현실

•모바일 기기(Handheld-based display)

시스템으로 비디오 방식과 광학 방식 등의 HMD(head mounted display)가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증강 현실 유형은 이미지 마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기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증강 현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952&cid=40942&categoryId=32828]

✚ 증강 현실 = 가상 현실 ?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 현실을 혼동하고 있다.

용 증강 현실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카메라에 투영되는 이미지 자체를 시각적으로 인식
하여 정보를 증강시키는 기술이므로,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들을 복사하거나 촬영하
여 사용하여도 똑같이 인식하며, 프로젝터 스크린이나 스마트폰 화면,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이미지에도 똑같이 반응한다.

가상 현실은 자신(객체)과 배경, 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반
해,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주는 기술이다.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은 서로 비슷하지만 그 주체가 허상이냐 실상이냐에 따라 명확
히 구분된다. 컴퓨터 게임으로 예를 들면, 가상 현실 격투 게임은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
가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적’과 대결하지만, 증강 현실 격투 게임은 ‘현실의 내’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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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차시

우리의 꿈을 실은 풍등 날리기

교수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우리의 꿈을 실은 풍등 날리기

차시

3-4 / 4

수학, 미술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학습 목표

수학(평면도형과 입체도형), 미술(조형의 기초)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 풍등을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다.
• 제작한 풍등을 날려 볼 수 있다.
상황 제시

꿈을 실은
풍등 제작
미션 받기

1

풍등을 날리기 미션 제시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풍등 입체도형으로 설계 후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풍등 날리기,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기

준거

풍등 제작 미션 확인하기

교사

풍등 제작 키트(한지, 발화체, 철사), 딱풀, 가위

학생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

준비물

2

우리의 꿈을 실은
풍등 제작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미션 제시 – 자신의 꿈을 담은 풍등 날려 보기
풍등이 될 입체도형 고안 후 한지를 잘라 제작하기

도입

▶▶복습 및 미션 제시하기

5′

- 지난 수업 복습하기
- 내 꿈 카드를 담기 위한 풍등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

우리의 꿈을 실은 풍등 만들기
3

풍등 날리기

 참고 자료에서 여러 가지

전개

▶▶우리의 꿈을 실은 풍등 디자인하기
- 풍등이 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풍등의 구조물 이해하기

40′

형태의 풍등 외형과
전개도를 확인해 본다.

- 풍등 몸통의 형태 디자인하기
제작한 풍등에 꿈 카드 마커를 달아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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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외형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 풍등은 2인 1조로 날리며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전개도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 띄운 풍등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다시 수거할 것

전개

-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를 비롯한 일선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참
고할것

다면체 형태의 전개도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풍등 몸통 형태를 결정해 볼 수

tip

있다.

▶▶다양한 다면체의 전개도를 이해하고 나만의 풍등 몸통

풍등에 부착한 후에 주위 배경이 바뀌어 인식이 잘 안 된다면

카드 안쪽을 위주로 범위를 잡아 다시 설정해 준다.

http://www.peda.com/poly

형태 결정하기
정리하기

풍등은 얇은 한지를 사용하므로
너무 복잡한 형태의 전개도를

- 외부를 아름답게 디자인하기

선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다양한 색채와 기법을 이용하여 풍등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
가위나 칼을 사용할 때

록 지도한다.

정리

- 풍등 안전하게 수거하기

5′

- 풍등을 날린 결과를 학생 활동지에 정리하기
- 실험실 정리

조심하도록 한다.

tip 풍등의 크기는 세로 80㎝ 이상, 풍등 내 가장 넓은 부분이 50㎝
이상이 되어야 충분한 공기를 담을 수 있으며 한지보다 더 얇은 습
자지를 사용하면 더 좋다. 풍등의 형태가 열기구 모양과 같은 형태를

전개

갖추었을 때 잘 뜰 수 있다.

MEMO

꿈 카드 마커에 증강된 응원 메시지 감상하기
▶▶풍등 날리기
풍등이 뒤집히지 않도록 풍등이

- 꿈 카드를 풍등에 부착하기

뜨기 직전까지 안정성을 확보해

tip 꿈 카드 마커를 찾아 풍등 꼬리에 부착하도록 지도한다.

주고, 화재 위험이 없는 곳에서

- 풍등 날리기

풍등을 날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풍등에 부착된 꿈 카드를 비추어 꿈 영상이 나타나는 증강 현
실 다시 한번 체험하기

▶▶풍등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40′

한 사람씩 차례로 날리게 하고,
풍등은 안전하게 수거하도록
한다.

-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다.

증강 현실 꿈 카드를 체험하기

- 기상청의 사전 일기예보를 주시하고풍속 2m/s 이상시 풍등 날

위해서 미리 스마트폰에

리기 중지(수업 전 미리 풍등 날리기를 테스트하여 날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방향과 경로를 확인하여 신고)
-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장소를 선택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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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꿈을 실은 풍등
날리기

3-4차시

학생 활동지

✚ 풍등 날리기
▶ 풍등이 날아가는 모습을 방향이나 속도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봅시다.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예시) 오른쪽 방향으로 휘어지며 날아갔고,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 풍등이 그렇게 날아가게 된 원인을 분석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풍등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어 본 뒤 꿈 카드를 매달아 하늘
에 날려 볼 수 있다.

이 활동을 하면

예시) 풍등의 크기가 작아 내부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올라가던 중 다시 내려온 것 같고, 풍등을 꾸밀 때
한 면에 많은 종이를 붙여 한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무엇이 필요할까

풍등 제작 키트, 필기구, 스마트폰(또는 태블릿PC)
▶ 풍등이 날아가는 모습과 풍등의 마커를 보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예시) 예전에는 몰랐던 풍등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고 내가 만든 풍등이 날아갈 때 꿈 카드에서
✚ 풍등 디자인하기

격려의 말을 보며 즐거웠다.

▶ 내가 만들고 싶은 풍등의 형태를 디자인해 봅시다.
외형

▶ 앞으로 본인의 꿈과 관련된 계획을 써 봅시다.
전개도

예시) 현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꿈과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어 보며 진학해야 할 고등학교나 대학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 자신의 꿈이 담긴 풍등이 무사히 잘 날아올랐나요? 만일 잘 날아오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
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예시) 1. 풍등의 크기가 작아서 충분히 풍등을 띄울 만큼 풍등의 밀도가 작아지지 못하였다.
2. 풍등에 너무 많은 장식품을 달아서 풍등의 밀도가 작아지지 못하였다.
▶ 풍등을 아름답게 꾸며 봅시다.

▶ 풍등을 만들고 날리면서 하면서 느낀 점, 재미있었던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마커가 부착된 풍등을 날려 보며 증강 현실로 구현된 자신의 꿈을 확인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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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참고 자료

전개도

외형

전개도

풍등 만들기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등 만들기

✚ 풍등과 철사 연결하기

✚ 풍등 만드는 방법

풍등 아래 부분에 맞춰 철사로 외형 틀을 만들고, 가운데에 고
체 연료를 연결할 동그란 철사 틀을 만들어 서로 연결시킨다.

풍등은 가벼운 종이로 만드는데 보통 한지나 습자지를
사용한다. 밑부분을 가벼운 대나무와 철사로 둥근 프레임을
만들고, 호리병 모양의 종이 4장을 접착시켜 몸통을 만든다.

✚ 연료 장착하여 날리기
한지에 콩기름을 먹인 고체 연료를 밑부분의 철사로 가로지른 곳에 묶어 사용한다. 그러나
고체 연료를 풍등에 묶지 않고,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뜨거운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풍등을

✚ 기본 풍등 몸체

날리는 것이 화재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등의 무게가 줄어들어 풍등 몸통의 크기를

높이(㎝)

너비(㎝)

밑면(㎝)

입구둘레(㎝)

윗 각( °)

아랫 각( °)

총 무게(g)

100

64

32

120

47.5

60

57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풍등의 몸통 부분은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나, 부피가
클수록 무게가 가벼울수록 풍등이 뜨는 데 유리하며, 호리병 모양이 열을 보관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면이 많아 원에 가까울수록 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
풍등이 뜨는 데 더욱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 다양한 풍등의 형태

[출처 : 박현태, 제55회 전국 과학 전람회-지도논문 연구대회, 창의적 과학탐구력 신장을 위한 ‘우리 풍등을 살려 주세요!,
탐구지도, 2009]

외형

전개도

외형

전개도

풍등이 잘 뜰 수 있을 조건을 생각하여 풍등의 몸통을 설계하도록 하고, 만일 풍등이 잘 뜨지
않았다면, 각 풍등의 무게와 부피와의 관계, 풍등 몸통 모양의 특징에 따라 풍등이 뜨고, 뜨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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