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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STEA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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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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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취기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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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화학Ⅰ
미술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도함수의 활용
[고등학교 3학년] 고급수학Ⅱ 수학적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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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화학Ⅰ 화학과 인류,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고등학교］미술 표현

연구기간

2020.7.20. ~ 2020.11.30.

신청금액

일금사백만원(￦4,000,000)

참여연구원

5명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4명)

구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소속(학교명)
과학창의학교
과학창의학교
과학창의학교
과학창의학교
과학창의학교

연구 수행자에 관한 사항
담당과목
직위
생명과학
교사
화학
교사
역사
교사
수학
교사
미술
교사

성명
추지나
주인옥
전혜원
이영미
송윤미

2020년도 정부의 R&D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를 운영한 결과로써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주관연구기관장 : 이 종 혁
연구책임자 : 추 지 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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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 보고서는 2020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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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 수년에 한 번씩 등장해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오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
나19 등의 낯선 병원체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의 공격에 인간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병원체의 감염 경로를 이해하고, 병원체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토의하고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음.
◦ 질병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미래의 질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
◦ 전염병 확산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통해 전염병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고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신약이 개발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모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음.
◦ 우리 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의사 소통을 위한 도구이자 표현 매체인 사
진을 이용하여 병원체에 대한 이해와 예방, 대응 방안을 예술 활동으로 표현함.
◦ 학생들은 학급 또는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과의 배려, 존중, 성
취감 등을 경험할 수 있고 교사들은 타교과 와의 교육활동을 통해 다른 교과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계발의 발판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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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프로그램명

2020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운영(이리고등학교)

선행
< 과학이 좋아지는 STEAM >
프로그램명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학교급
중심과목
STEAM
프로그램
구분

고

대상 학년(군)
2학년
목표 수혜학생 수
중심과목
생명과학
성취기준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Ⅰ 방어작용
Ⅰ
영역

연계과목

수학
세계사
화학Ⅰ
미술

개발계획

주제
연번
1
2
3
4
5

105명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도함수의 활용
[고등학교 3학년] 고급수학Ⅱ 수학적 모델링
[고등학교 2학년] 화학Ⅰ 화학과 인류,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고등학교］미술 체험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차시
(시수)
2
4
2
3
2

과목 연계(안)
세계사(2)
생명과학(4)
수학(2)
화학(3)
미술(2)

◦ 역사를 바꾼 질병들[2차시]
- 질병에 대한 역사적 고찰(흑사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 조사)
-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 예측하고 발표하기
- 전염병 세계 지도 만들기
◦ 생물학적 재난, 전염병[4차시]
- 영화 ‘컨테이전’을 통해 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문제 상황 인식하기
- 질병과 병원체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 작용 파하기
- 지구촌을 위협하는 신종 전염병의 종류 및 특징을 탐색하고 공유하기
- 신종 전염병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노력 알아보기
◦ 감염병 예측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알아보기[2차시]
- 전염병 예측 활동으로 수학적 모델링 이해하기
- SIR 모델 알아보기
◦ 도전! 신약 개발![3차시]
- 분자의 극성과 극성 물질의 전기적 성질
- 페니실린의 구조와 전기적 성질에 의한 화학 반응 이해
- SCAMPER 기법을 활용한 신약 고안 및 인포 그래픽 표현
◦ 미디어로 세상을 보다, 사진으로 놀자! [2차시]
- 사진의 다양한 효과를 이해하고 전염병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사진 작품 만들기
- 모둠별 사진 작품의 의미 추측하기
- 교내에 사진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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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및 결과
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학생 태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수행 계획
총 13차시 예정
2020. 10. 26. ~ 2020. 11. 20.
이리고등학교 105명(고등학교 2학년 3개 반) 예정
9월 4일, 2개 학급(91명) 실시 완료
11월 13일, 2개 학급(91명) 예정
11월 13일 예정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2020. 11. 25. STEAM 나눔행사 개최 예정

논문 또는 학술대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나.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①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서유럽 봉건 사회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탐구하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서유럽 봉건 사회의 주요 전개 양상을 탐구하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으로 나타난 유럽 사회의 세계관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하

서유럽 봉건 사회의 주요 전개 과정을 조사하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1~2
/13

3~6
/13

/13

산출물 평가

평가도구

산출물 평가지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우리 몸의 특이적 방어 작용
과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이해하고, 감염성 질환에
상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우리 몸의 특이적 방어 작용과 비특이적 방어 작용
을 설명할 수 있다.

하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을 구분하고,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의 예를 말할 수 있다.

상
7~8

평가방법

관찰 평가

관찰 평가지

산출물 평가

산출물 평가지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수와 양,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를 활용한 수학적 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한 실생활 문제를 수와 양, 방정식과 부등식,

중 함수를 활용한 수학적 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을 이해한다.
하

간단한 실생활 문제를 함수를 활용한 수학적 모델
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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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산출물 평가

산출물 평가지

산출물 평가

산출물 평가지

미생물의 감염 경로와 항미생물 제제의 반응메커니
상 즘을 분자 구조로 이해하고 신약 개발 과정을 인포
그래픽에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다.
9~11
/13

미생물의 감염 경로와 항미생물 제제의 반응메커니
중 즘을 인포그래픽에 표현하였으나 내용 설명이 미흡
하다.
하

미생물의 감염 경로와 항미생물 제제의 반응메커니
즘을 인포그래픽에 표현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하다.

사진 표현의 특성과 원리,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상 사진의 표현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화면 구성 및 연출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13
/13

사진 표현의 특성과 원리,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중 사진의 표현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화면 구성
및 연출을 표현할 수 있다.
사진 표현의 특성과 원리, 표현 기법을 일부 이해
하 하고, 사진의 표현 주제에 따라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 자기/동료평가지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평가
상

중

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모둠원끼리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였는가?
모둠의 구성원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모둠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 산출물 평가지
평가방법

평가기준

산출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산출물을 여러가지 과학 원리를 통하여

설계
창의성
산출물
도출

설계하였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도출한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도전하여 산출물을 제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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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상

중

하

◦ 관찰평가지

번호

이름

지식

태도

특이적 방어작용과

감염성 질병에 대한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설명할 수 있다.

있다.

상

중

하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②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미술) 최근 코로나 19 의 유행으로 감염병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함. 사회 문제를 사진
기술을 통해 예술로 표현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됨.
(생명과학Ⅰ)전염병 재난 영화를 통해 현재 코로나 19 상황과의 비교
분석 및 피해 상황을 발표함. 또한 세균배양실험을 통해 직접 세균
배양을 확인하면서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깨달음.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세계사) 흑사병의 유행이 중세 유럽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염병이 현대 사회에 미칠 변화의 양상을
교육. 공학, 의료, 컴퓨터공학 측면에서 분석하여 설명함. 특히 교육
면에서 비대면 수업의 대중화, 블렌디드 러닝이 확대되면서 학생
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한 학습 목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수학) 수학적 모델링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 학습한 후 주어진 실생활
상황에서 직접 수학적 모델링을 해봄. 감염병 모델 중 하나인
SIR 모델을 이해하고 이를 식으로 표현했으며 감염재생산지수와 SIR
모델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감염재생산수 R 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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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 기대성과
-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에 따른 공포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이에 대
해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종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바르게 대처하
고 수습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함.
- 전염병의 수학적 모델링에 의한 전염병 대응 사례와 복구 사례를 통해 전염병의 사태
추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음.
- 질병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미래의 질병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온고지신(溫
故知新)의 정신을 배움.
-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대한 지식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
할 수 있음.
- 전염병 재난의 대응 방법 및 요령 등을 표현한 사진 작품을 만들고 캠페인 활동을 통
해 창의성과 공동체 정신을 기름.
- 학급 또는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과의 배려, 존중, 성취감 등을 경험
하고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음.
◦ 연구 결과 활용(확산)방안
- 학생활동 중심의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모형 개발
- 전체 교직원 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STEAM 교사 연구회의 목적, 개발, 프로그램 소개,
적용 일정 등을 공유함
- 타 교과 교사간 긍정적이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향후 다양한 교과에서의 연
계 가능성 마련함.

5. 참고 문헌
미래엔 교과서 생명과학Ⅰ
도서 「바이러스 쇼크」 최강석 지음
고등학교 고급수학 Ⅱ (전라북도교육청)
미술(미진사), 미술창작(미진사)

- 10 -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STEAM 프로그램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2/13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세사04-2] 서유럽 봉건 사회의 전개 양상을 탐구하고,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세계관의 변동을 설명한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생명과학

[12생과Ⅰ03-06]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우리 몸의 특이적 방어작용과 비
특이적 방어 작용을 이해하고,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사례를 조
2

3~6/13

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기술, 사회

[12생과Ⅰ03-07] 백신의 작용 원리를 항원 항체 반응과 관련지어 이해하
고, 백신으로 예방하기 힘든 질병을 조사하여 그 이유를 토의할 수 있다.
[12고수Ⅱ03-02] 수학적 모델링
3

7~8/16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을 말할 수 있고 각 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제들 생명과학
의 예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4

9~11/12

[12화학Ⅰ03-06]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음
을 설명하고, 분자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미술

[12미02-01]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5

12~13/12 [12미02-03]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 기술
를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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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3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역사를 바꾼 질병[세계사]

1~2
/13

3~6
/13

7~8
/13

1 차시: 흑사병이 중세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 추론하기
2 차시: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 예측하여 발표하기
전염병 세계 지도 만들기
주제(단원)명

생물학적 재난, 전염병[생명과학Ⅰ]

3, 4 차시: 질병의 원인과 감염 경로 알아보기(4 컷 만화 제작)
5, 6 차시: 우리 몸의 방어 작용 및 백신의 작용 원리, 신종 전염병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노력
주제(단원)명

감염병 예측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알아보기[고급수학Ⅱ]

7 차시: 수학적 모델링의 의미와 예시 알아보기
8 차시: SIR 모델 알아보기
주제(단원)명

도전! 신약 개발[화학Ⅰ]

9~11
/13

9 차시: 분자의 극성과 극성 물질의 전기적 성질
10 차시: 페니실린의 구조와 전기적 성질에 의한 화학 반응 이해
11 차시: SCAMPER 기법을 활용한 신약 고안 및 인포그래픽 표현

주제(단원)명

미디어로 세상을 보다, 사진으로 놀자![미술]

12~13
/13
12~13 차시: 전염병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사진 작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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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세계사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 유럽 세계의 변화

주제(단원)명 중세 유럽 세계의 동요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12세사04-2]

1~2/13

학습목표

▪ 흑사병의 유행이 중세 유럽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염병
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연계과목

생명과학Ⅰ

연계과목
[고등학교 2학년] 방어 작용
성취기준 영역

S 전염병
STEAM
요소

T
E
A 흑사병이 중세 사회에 미친 영향, 전염병과 인류 역사의 상관관계
M

개발 의도

과거의 사건과 현대의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깨닫고, 과거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결과를 근거로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역사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이 과거 특정 시점에 단순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후로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왔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전염병과 인류
역사의 상관관계
인식
▪ 중세 유럽사회의
변화 배경 인식
▪ 흑사병 개념 인식

창
의
▪ 흑사병이 중세 유럽 사회에
적
미친 영향 추론하기
설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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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현재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
추론하기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전염병의 역사를 다룬 동영상 시청
도입
- 인류의 역사와 전염병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식하기
(20 분) ▪ ET 전염병의 위험성에 다룬 <사료 1> 읽고 자신의 소감 발표
- 전염병이 전쟁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협과 영향을 끼쳐왔음을 인식하기

전개
(60 분)

▪

Co

▪

Co

▪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https:// w
ww.youtub
e.com/wat
ch?v=kAdI
oJVaSIM
<사료>1

중세 유럽의 특징 제시
- <사료 2>을 통해 봉건제의 특징과 내용 이해하기

중세 유럽 봉건 사회를 변화시킨 흑사병 관련 역사 사료 제시
- <사료 3>를 통해 중세 유럽인들의 흑사병에 대한 인식이 담긴 작품 감상하기
<사료 2>
흑사병 유행에 따른 유럽 중세 봉건 사회의 변화를 트리맵에 정리하기
<사료 3>
<사료 4>의 자료 분석 및 트리맵 만들기
<사료 4>
- 흑사병의 유행이, ‘극심한 인구 감소 → 상품 수요 감소,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 농민 처우 개선, 자영농 증가 → 장원제 동요’라는 사회적 변화를 가
져왔음을 이해하기
- 모둠별로 흑사병 유행에 따른 다양한 봉건 사회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트리
맵 만들기
- ET 모둠별로 작성한 트리맵 발표하기(중세 교회와 교황에 대한 신뢰 하락
및 불신으로 종교개혁 발발, 흑사병 유행 이후 중세적 세계관의 몰락, 인간
중심의 사고의 형성으로 르네상스 시대 도래, 도시 및 자본주의 발달 등)
CD

동영상
https://
w
▪ Co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측 영상 시청
정리
ww.youtub
▪ ET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 예
(20 분)
e.com/wat
측하여 발표하기
ch?v=ky93
0048TXw

- 14 -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생명과학Ⅰ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Ⅰ 방어작용

주제(단원)명 Ⅲ. 항상성과 몸의 조절

차시

[12생과Ⅰ03-06] 우리 몸의 방어작용
[12생과Ⅰ03-07] 백신의 작용 원리
3~6/13

학습목표

▪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우리 몸의 특이적 방어 작용과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이해하고,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 백신의 작용 원리를 항원 항체 반응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백신으로 예방하기 힘든 질
병을 조사하여 그 이유를 토의할 수 있다.

연계과목

생명과학Ⅰ

[12생과Ⅰ03-06]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2생과Ⅰ03-07]

S 질병의 원인과 우리 몸의 방어 작용
T 백신의 작용 원리 및 전염병 진단 방법
STEAM
요소

E
A 글로벌 대응 전략
M

개발 의도

병원체의 종류와 감염 경로, 우리 몸의 방어 작용에 대해 학습한 후 인류를 공포로 몰아
가는 전염병의 확산 세계지도와 연표를 작성한다. 앞으로 계속 출현하게 될 신종 전염병
에 대처하는 인간의 여러 분야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9 년 12 월, 중국 우한에서 기침과 고열, 폐렴 증상을 동반한 코로나 19 최초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우한을 방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 현재 3,000 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우리의 일상을 앗아간 이러한 신종 전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한 가능성이 높고, 이러
한 전염병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병원체의 종류와 감염 경로,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을 학습하고,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창
상
의
황 ▪코로나 19 팩트 체크
적
제
설
시
계

▪병원체의 종류 알아보기
▪감염성 질환과 예방 방법 알기
▪전염병 세계지도 및 연표 작성
▪우리몸의 방어 작용
▪백신의 작용 원리 학습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노력 알기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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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재난 영화를
통해 현재
코로나 19 상황과의
비교 분석 및 피해
상황 발표하기
▪세균배양확인을
통해 개인위생의
중요성 깨닫기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활동지 및
▪ Co 코로나 19 팩트 체크 – OX 퀴즈
영화
▪ CD 영화 ‘컨테이전’의 주요 장면을 보고 현재 코로나 19 상황과의 공통점과 차
도입
‘컨테이전’
이점 찾아보기
(20 분)
편집본
▪ ET 코로나 19 로 인한 피해 상황 및 불편한 점 발표하기

▪
○
○
-

CD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 병원체, 예방과 치료
질환의 분류
비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
병원체의 종류
세균: 원핵생물, 스스로 물질대사 가능
바이러스: 세포가 아니고, 스스로 물질대사 불가능
원생생물: 진핵생물, 매개곤충 이용
곰팡이: 균계, 습한 환경에서 포자로 번식

▪질병관리
본부 www.
cdc.go.kr
전개
(60 분)
▪영화 ‘감
기’ 비말 전
염과정 보
여주기

▪

ET

○ 병원체의 감염경로 스토리텔링형식으로 그려보기
예) 오염된 음식 재료나 조리 기구: 식중독균
기침이나 재채기: 감기 바이러스, 신종 플루 바이러스 등
주삿바늘: 에이즈, B 형 간염 바이러스 등
모기나 벌레에 물림: 말라리아, 트리파노소마 등
○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정하기

▪

ET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관찰하기 위해 세균을 배양하는 방법 생각해 보기

▪

ET

인체나 물건에 묻은 세균을 배양해 보기
▪ 미 래 엔
교과서 생
명과학Ⅰ

정리
(2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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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 ET 전 시간 고체 배지에 배양한 세균을 관찰하기
(20 분) - 개인위생의 중요성과 주변의 물건의 세균 확인

▪ CD 우리 몸의 방어 작용
- 비특이적 방어 작용
- 염증반응
▪ 국제 백
신 연구소
( I V I )
www.ivi.int
▪ 실 시 간
보건 지도
http://ww
w.healthm
전개
ap.org/
- 특이적 방어 작용
(60 분)
▪ 전 염 병
-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유 향 확 산
○ 영화 ‘감기’에서의 바이러스 치료제: 혈청 항체에 대해 알아보기
분 석 모 델
제공 사이
▪ Co 백신의 작용 원리
트
- 백신의 원리
http://gle
- 백신의 종류: 경구용 백신(먹는 백신), 주사용 백신(정맥 주사로 체내에 주입하는 amviz.org
백신)
/
- 안전하고 저렴한 백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 확인하기
- 백신으로 예방하기 힘든 질환 알아보기
▪

ET

백신 찬반 논란

▪ CD 신종 전염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하기
- 바이러스 위험 세계 지도
정리 - 하나의 보건체제
(20 분) - 전염병 확산 가상 시뮬레이션
- 전염병 조기경보 시스템
-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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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최강석 저
‘바이러스
쇼크’ 참고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학교급/학년(

고급수학Ⅱ

군)

[고등학교 3학년] 고급수학Ⅱ수학적

중심과목

모델링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

학습목표

연계과목

차시

고등학교/2학년

[12고수Ⅱ03-02]

7~8/13

▪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을 말할 수 있다
▪ 간단한 실생활 문제를 수와 양,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를 활용한 수학적 모델링으로 해
결할 수 있다.
▪ SIR 모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2고수Ⅱ03-02]
연계과목

수학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을 말할 수 있고

성취기준 영역 각 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제들의 예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S
T
STEAM E
요소
A
M
개발 의도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
수학적 모델링의 적용
감염병 모델의 하나인 SIR모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감염병의 전파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
을 알아본다.

감염병 모델의 하나인 SIR모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감염병의 전파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창

상
황
제

▪전염병의 비밀을
수학으로 풀다!

시

감

의 ▪수학적 모델링
적 ▪실생활에서의 수학적 모델링
설 ▪SIR 모델
계

▪감염재생산수 R 을
낮추기 위한 노력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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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 Co [들어가기]
전염병의 비밀을 수학으로 풀다 / [2020.4.22.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g4AsRk8yigk

도입
(15 분) ▪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시청

[학습안내]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에 대해 안내한다.
- 감염병 모델에 대해 안내한다
Co

▪ CD 수학적 모델링
- 수학적 모델링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 간단한 상황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해본다.

▪ CD 실생활에서의 수학적 모델링
- 주어진 실생활 상황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해본다.

전개
(65 분)

▪ Co 감염병에서의 수학적 모델 역사
- 감염병 모델(Epidemic Model)의 역사 대해 알아본다.
- 기초 감염 재생산 수에 대하여 알아본다
- SIR 모델에 대하여 알아본다.

▪
-

정리
(10 분)

▪

SIR 모델
SIR 모델 이해하기
SIR 모델을 식으로 표현해보기
감염재생산지수와 SIR 모델 사이의 관계 찾아보기
SIR 모델의 한계 찾아보기
감염력을 낮추기 위한 방법 찾아보기
CD

감염재생산수 R 을 낮추기 위한 노력
- 백신개발하기
- 접촉률을 낮추기 위한 캠페인 활동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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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엑셀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화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12화학Ⅰ03-06]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고등학교화학Ⅰ]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중심과목
성취기준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음을 설명
하고, 분자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주제(단원)명 도전! 신약 개발

차시

9~11/13

학습목표

▪ 분자 구조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쌍극자모멘트로 인해 분자의 극성을 설명하고, 실
험을 통해 극성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 (1 차시)
▪ 대표적인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작용기전을 페니실린의 구조와 그에 따른 전기적 성질
에 의한 화학 반응으로 이해한다. (2 차시)
▪ SCAMPER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약을 고안하여 인포그래픽으로 표현
한다.(3 차시)

연계과목

미술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S(과학-화학, 생명과학)
T
STEAM
요소

E
A A(미술-표현)
M

개발 의도

분자 구조에 따른 쌍극자모멘트로 인한 분자의 극성에 따른 전기적 성질을 이해하고, 생
명체의 중심 원소인 기본 원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유 결합 규칙을 알고 다양한 분자
모형을 제작해 보고, 페니실린, 타미플루 등 대표적인 항미생물제제(antibiotics)의 작용기
전을 분자 구조에 따른 화학 반응으로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 차시 : 분자 구조에 따른 극성 물질의 전기적 성질 확인 및 새로운 분자 모형 제작
2 차시 : 페니실린의 구조 및 작용 메커니즘을 통한 질병 방어 체계 이해
3 차시 : 페니실린을 포함한 항미생물제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모방한 신약 개발 인포그래픽 제작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물질의 전기적 성질
- 대전체에 대한
반응을 통해
물질의 전기적
성질 확인
▪분자의 대칭성
▪코로나 19 발생과
영향

창
의
적
설
계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약 고안
- 기본 원소를 이용한 새로운
분자 디자인
- SCAMPER 기법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생성
- 신약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작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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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자 모형
제작
▪인체의 방어 작용
▪모둠별 가상 질병
관련 인포그래픽
제작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 Co [들어가기]
역대
- 역대 최악의 전염병의 영향 비교
최악의
도입
(https://www.youtube.com/watch?v=272qYX-y-KY)
전염병의
(20 분) ▪ Co [관찰] 물질의 전기적 성질 확인 및 분자 구조 비교
영향
동영상
- 물과 헥세인이 대전체에 반응하는 실험 영상을 시청하고 전기적 성질이 다르게
시청
나타나는 이유를 모둠별로 토의한다.
▪ Co 물과 헥세인의 분자 구조의 차이로 인해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나타남을 확
인하고, 기본 원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자 모형을 제작해 보고, 페니실린의 작용 메
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약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할 수
있다.
▪

CD

분자모형
- C, H, O, N 등 기본 원소의 공유결합 규칙을 적용해 페니실린을 모방한 다양한
제작
분자 모형을 제작해보자.
[학습지]
[심화학습] 페니실린의 작용 메커니즘, 바이러스 감염 메커니즘
- 다양한 항생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모둠별 토의를 통해 이해한다.
- 페니실린의 분자 구조를 알고, 세균의 효소 활성 부위와의 결합을 통한 페니실
린과 같은 계열 항생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모둠별 토의를 통해 이해하고, 항바이러스제의 작용 메
커니즘을 설명한다.

전개
(120 분)

그림2. 페니실린의 세포벽 합성 효소 저해에 의한
작용 메커니즘

그림1. 페니실린의 구조

▪

Co

ET
Tip!

-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
인포크래픽
새로운 질병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신약의 작용 메커니즘, 신약 적용에 의한 영
으로 표현
향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보자.
▪

ET

[갤러리 워크] 모둠별로 작성한 인포그래픽 전시 발표
- 갤러리 워크를 통해 각 모둠의 대표가 다른 모둠의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을 발
표한다.
- 발표가 끝나면 교사와 각 모둠은 주어진 평가지를 활용해 평가를 실시한다.
▪[결과 정리]
- 페니실린의 작용 메커니즘을 분자 구조에 의한 전기적 성질로 설명한다.
정리
- 모둠별 토의를 통해 항생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항생제
(10 분) 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창의·융합] 다양한 신약의 개발에 기여한 화학과, 항생제를 포함한 신약이 인류
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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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미술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12미02-01]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 표현

중심과목
성취기준

새로운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12미02-03]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
나 응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
색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미디어로 세상을 보다
사진으로 놀자

차시

12~13/13

학습목표

▪ 사진의 다양한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 모둠별로 전염병 예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사진을 찍고 발표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역사, 과학, 수학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STEAM
요소

T T(기술)
E
A A(예술)
M

개발 의도

타 교과와의 융합, 기술과 예술의 융합 활동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높이고 사진이라는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함.

사진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자 표현 매체이다. 최근
코로나 19 와 같은 낯선 병원체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예방, 대응방안을 예술
활동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타 교과와의 융합, 기술과 예술의 융합 활동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높이고 사진이라는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사진 매체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 여러 가지 예시를
살펴보며 실용적인 목
적뿐 아니라 표현을
위한 도구, 재료, 사유
의 한 방식이 되고 있
음을 탐색해 본다.
▪최근 코로나 19 의
유행으로 전염병에 대
한 위기감과 함께 예
방 및 대응방안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의 특성 및 다양한 효과를
이해하고 전염병 예방 및 대응방
안을 모둠별 토의를 거쳐 재미있
게 연출하여 사진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거나 역
창
동적인 움직임을 연출하여 보다
의
효과적인 표현이 되도록 한다.
적
설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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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기술을 통해
예술로 표현하는 융합
적 사고력이 높아지고
미디어의 효과적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
진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주제
가 잘 표현된 사진은
교내에 전시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진이 사회 현상에
대한 표현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도입
( 5 분)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Co ET 사진 매체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 여러 가
지 예시를 살펴보며 실용적인 목적뿐 아니라 표현을 위한 도
구, 재료, 사유의 한 방식이 되고 있음을 탐색해 본다.
- 시각 자료로 학습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사진을 살펴보기

▪참고 작품 제시

▪ Co ET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19 등 전염병과 관련
된 시각 표현 매체를 살펴본다.
▪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 Co 원근 착시의 연출 장면을 감상하면서 그 표현 특징을
발견해 본다.
- 화면 구도, 화각, 셔터 속도, 하이앵글, 로우앵글의 특징
▪촬영자, 연기자에 모든 활동
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해하기

▪ CD 전염병 예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의적인 표현방법
을 구상해 본다.
- 코로나19를 겪으며 전염병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변화된 ▪촬영 시에는 안전사고에 유
의하며, 특히 실외에서 수행
모습, 행동요령,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과정이 이루어질 때는 다른 사
- 멀고 가까움을 압축하여 착시를 일으키는 장면을 재미있게 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연출하는 계획안을 구상해 본다.
한다.

전개
( 90 분) ▪

모둠원 전체의 역할이 다 동원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모둠별로 표현 주제와 촬영 방법 등을 논의한다.
CD

- 주제 표현에 알맞은 공간과 배경, 장소를 찾아본다.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
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허
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CD ET 구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
여 카메라로 촬영한다.
-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거나 역동적인 움직임을 연출하여 보 ▪주제가 잘 표현된 사진은 인
화하여 교내 사진전 등을 통해
다 효과적인 표현이 되도록 한다.
전시하는 기회를 가진다.
- 촬영한 사진을 보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수정 보완하
는 과정을 거치고 완성한다.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완성
도가 높은 사진으로 촬영한다.

▪활동 계획서, 주제 및 표현의
독창성, 사진(결과물), 발표 및 참
▪ ET 사진 작품을 감상한 후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여도 등 세부 항목을 고려하여 전
나눈다.
체 과정을 평가하도록 한다.
정리 ▪ ET 사진이 가지는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활용
( 5 분) 방법에 대해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정리한다.
▪모둠별 평가 시 모둠 속에서
▪ 사진 촬영 기법을 알고 전염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에
현하였는가를 평가한다.
대하여 자기 평가 및 동료 평
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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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2/13

<사료 1> 전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글
여기에 세계 역사상 어떤 질병보다 많은 수의 목숨을 단 몇 달 만에 앗아 갔다가 수수께끼처럼 사
라진 또 하나의 전염병이 있다. 사람들은 그 전염병을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른다. 앞에서
언급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다른 전염병들과는 달리 왠지 시시해 보이는 이름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2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 이상까지 달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영원히 알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상 비슷
한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질병이나 전쟁보다 많은 수의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당시 우리나라도 이 치명적인 독감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다. 기록에는 국내 전체 인
구의 절반 정도가 감염되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중세 유럽의 봉건제 특징
<사료 2>

->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정치적으로
특징으로 한다.

, 경제적으로

을

3. <사료 3> 중세 유럽 봉건 사회를 변화시킨 흑사병

1411년 토겐부르크 성서에 그려진
흑사병 환자

죽음의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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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에 걸린 성직자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주교의 모습

4. 흑사병이 중세 유럽 사회에 끼친 변화의 양상을 추론하여 트리맵으로 정리하기
<사료 4>

흑사병이 온 세계에 떠돌았다. …… 가을이 오자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손을 구하려면 식사를 제
공해 주고 8펜스 아래로는 사람을 잡을 수 없었
다. 풀 베는 사람에게는 10펜스는 주어야 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한 밭에서는 온갖 작물을 거두
지 못한 채 썩어버렸다.

영국 흑사병에 대한 기록

영국 농민의 임금과 곡물 가격 변화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측 영상 시청 후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 예측하여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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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6/13

○ 코로나 팩트 체크!
1. 코로나 19 검진 비용은 무조건 무료이다.(O/X)
2. 냄새를 못맡으면 코로나 19 를 의심할 수 있다.(O/X)
3.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다(O/X)
4. 콧물이 나면 코로나 19 가 아니다.(O/X)
5. 눈 점막을 통해 감염 가능하다.(O/X)
6. 중국에서 온 택배는 위험하다.(O/X)
7.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가 가능하다.(O/X)
8. 마늘을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O/X)
9. 코로나 19 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활동성이 떨어진다.(O/X)
10. 코로나 19 는 RNA 바이러스이다.(O/X)
○ 영화 ‘컨테이젼’과 현재 상황 비교하기

영화 ‘컨테이전’

현재 코로나19 상황

공통점

차이점

- 26 -

○ 병원체의 감염 경로 4 컷 만화 그리기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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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나 물건에 묻어 있는 세균은 어떻게 확인할까?
1. 고체 배지가 담긴 페트리 접시 4 개를 준비하여 뒷면에 A, B, C, D 라고 쓴다.
2. A 의 배지에는 씻지 않은 손을, B 의 배지에는 손 세정제로 깨끗이 씻은 손을 대고 살짝 누른다.

[결과]
1. 각 배지의 상태를 기록해 보자

배지
A
B
C
D

상태

2. A 와 B, C 와 D 의 상태를 비교해 보자, 어느 것에서 세균이 더 많이 증식했는가?

[정리]
1. A 와 B, C 와 D 에서 상태가 다른 까닭을 각각 설명해 보자.

2. 실험 결과를 근거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토의하여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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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13

수학적 모델링
반

번

이름

1. 수학적 모델이란 ?
문제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가난한 문장에서 표나 그래프, 수식, 다이어그램, 구체물,
은유, 모의실험 도구와 같은 다면적이고 복합적 체계를 포함하며, 수학적 관행에 맞도록 구안된 표현
체계로 현실 상황을 정리하여 조직하고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학적 구안물

2. 수학적 모델링이란 ?
수학적 기호, 식, 그래프, 표 그림 등의 표현 수단을 활용하여 실제의 문제 상황에 들어맞는 수학적 모
델을 고안하고, 이를 도구 삼아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탐구하여 문제의 해에 접근해가는 일련의 사고
과정 활동

3.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

4. 간단한 수학적 모델링의 예시

단계
실세계의 현상
수학적 모델
수학적 결론
결론 및 예측의 과정

상황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은 원이다. 명의 학생들에게 한 개씩 사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겠는가?

  ⋯  
 ×   
아이스크림의 총 가격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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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철수는 생일을 맞이하여 친구 5명을 생일 모임에 초대하였다. 모임에 참석한 6명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모임에 참석한 6명이 빠지지 않고 모두 악수를 할 때 악수는 몇 번 이루어지는가?

5. 실생활에서 수학적 모델링 해보기
문제) 남해대교는 두 교각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늘어뜨린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케이블과 다리의 상판을 쇠줄로 연결하여 지탱하
는 방식의 다리로 케이블의 모양이 포물선인 포물교이다. 중간에 있
는 두 교각 사이의 거리는 220m이고, 교각의 상판으로부터의 높이
는 각각 22m이다. 두 교각 중앙 부분의 케이블과 다리의 상판을
연결하는 쇠줄의 길이는 2m이다. 이때, 이 중앙 부분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서 케이블과 상판을 연결하는 쇠줄의 길이는 몇 m인
지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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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8/13

감염병 모델
반

번

이름

기초 감염 재생산 수(  )
1. 기초 감염 재생산 수(  )이란?
어떤 집단에서 최초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해 생긴 이차감염자의 수

2.  를 결정하는 요소들
감염병의 전파율, 접촉률, 감염의 지속기간

3. 감염 재생산수( )
이미 전염병이 진행된 집단에서 한 감염자가 병을 전파한 새로운 감염자의 평균 수 혹은 특정 기간 동
안 한 감염자가 병을 전파한 새로운 감염자의 평균 수
4. 기초 감염 재생산 수(  )와 감염 재생산수( )의 관계

        ( : 확산방지 효과의 비율, : 면역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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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모델
1. SIR 모델의 탄생
1972년 커맥(Kermack)과 맥켄드릭(McKendrick)이 발표한 논문 ‘유행병에서 수학적 이론의 기여’에
등장
2. SIR모델이란?
잠복기가 없고, 완치 후에는 이 병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감염되지 않게 되는 질병을 가정한
상황에서 S(Susceptible: 감염대상군), I(Infected:감염군), R(Recovered: 회복군)의 관계를 나타낸 모
델로 SIR모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으로는 홍역, 풍진 등이 있다.

3. SIR모델 이해하기
1) 각 변수들의 의미 알아보기

2) SIR모델을 식으로 표현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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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을 늦추자!
1. 기초 감염 재생산 수와 SIR모델 사이의 관계 찾아보기

2.

기초 감염 재생산 수를 이용해 집단 면역수준 알아보기
감염병

기초감염 재생산 수(  )

코로나 19

2~3.3

독감(H1N1)

1.2~1.6

에볼라

1.6~2

사스

2~4

메르스
홍역

집단 면역 수준(%)

0.6~0.9
(2015년 한국 2.5~7.2)
12~18

3. SIR모델의 한계 찾아보기

4. 감염력을 낮추기 위한 방법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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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1/13

분자의 구조 및 전기적 성질
▪[사전 활동] 전자쌍 반발 이론을 적용하여 H, C, N, O 원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자 모형을 만들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분류해보자.

▪물과 헥세인의 전기적 성질 확인 동영상을 보고 (+), (-) 각각의 대전체에 끌리는 물 분자를 모형을
그려보자.

▪페니실린의 분자 구조를 모방하여 다양한 분자 모형을 그려보자.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
▪ ET 미생물에 의한 새로운 감염병 특정하고 감염병의 발생 경로와 신약의 작용메커니즘을 인포그
래픽으로 표현해보자.
모둠별 토의를 통해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의 발생 경로를 특정하고 그에 적용 가능한 신약을 고
안하여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치료를 주제로 한 인포래픽을 제작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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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김은혜, 김정운, 김진휘, 김혜영, 명지원,
박수연(학생 작품) 잎보다 사람!(디지털
사진/2016년)

12~13/13

조은비(학생 작품) 희노애락(디지털
사진/2016년)

김지현, 김혜원, 맹유진, 김혜민(학생 작품)
도망치자~ 청소 시간!(디지털 사진/2015년)

<활동을 위한 tip>
조유경, 허재영, 정성아, 진주영, 황혜경(학생
작품) 도와줘!(디지털 사진/2016년)

•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여 짧은
순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 노출을 조정하여 빛의 양에 따라 다른 느낌을
찾아본다.
• 원근감을 이용하여 착시 효과를 나타내 본다.
• 사물 자체나 그림자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재미있게 나타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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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1~2/13

1. 중세 유럽의 봉건제 특징

가. 봉건제는 지배 계층 내부에서 토지를 매개로 주종 관계가 맺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통
치 체제 내지는 사회제도를 의미하며 다음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여겨 진다.
나. 봉건제의 정치적 측면: 주종 관계
1) 주군과 봉신 간의 토지를 매개로 한 주종 관계로서 봉신은 주군으로부터 토지(봉토)를 부여받고 대
신 주군에 충성과 봉사를 제공
2) 주군의 권력이 휘하의 봉신들에게 분산되는 분권 체제로서 봉신은 봉토에 대해 주군의 간섭을 배
제하는 불입권도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영역 내에서 독자적인 통치권을 행사
다. 봉건제의 경제적 측면: 장원제
1) 봉토를 부여받은 봉신과 그 토지를 경작하는 농노와의 지배-예속 관계
2) 장원제는 봉신인 영주의 대토지 소유 형태이자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영주가 촌락 사회(분봉 받은 지
역)를 지배하는 통치 시스템으로서 주종 관계를 경제적으로 뒷받침
라. 봉건제의 사회적 측면: 개인의 자율, 능력보다는 신분, 전통, 관습 등이 우선시 되는 사회
2. 흑사병 유행에 따른 봉건 사회의 변화 양상
유럽 전역을 죽음의 공포로 물들였던 흑사병이 창궐한 5년 동안 무려 2,500만 명의 유럽인이 사망했
다. 유럽이 흑사병 이전 인구를 회복하는 데는 20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으며,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
들자 유럽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곳은 종교계로, 흑사병 전 유럽에서는 왕보다 교황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
다. 하지만 흑사병이 창궐할 때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며 타락의 길을 걷던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판적
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거기다 사제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자격이 안되는 무뢰
한들까지 사제로 뽑는 바람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 같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 1517
년 시작된 종교개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정치 체제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중세 유럽은 봉건제 사회로 계급이 땅을 가진 영주와 영주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노로 철저히 나뉘어져 있었다. 흑사병 이후 일손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사 짓을 인
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노들의 눈치를 봐야 했으며, 세금을 깎아주고 임금을 올려주거나 돈을 받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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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 신분을 해방해 주기도 하였다. 농노들이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영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세의 봉건 질서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1357년 다시 흑사병이 유행했지만 첫 유행 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면역력을 갖게 돼 사망률
이 크게 낮아졌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 경험으로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신과
봉건영주의 권위가 하락하면서 중세적 세계관이 몰락해 가는 가운데, 인간 중심의 사고가 주류를 형성
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동한 ‘르네상스’가 전 유럽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 갔
다. 중세 기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중세 이전 시대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간 중심의 시대정신을
되살리려 했으며,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에라스무스 같은 대작가들
이 이때 탄생하였다. 흑사병으로 인해 굳건하던 종교와 봉건제 질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인간 자체에
관심을 돌리면서 중세시대는 이렇게 안녕을 고하게 되었다.
▪

-

CD

1918.
1957.
1968.
1976.
1981.
2003.
2012.
2019.

전염병 세계 지도 및 전파 경로 그려보기

스페인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1N1)
아시아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2N2)
홍콩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3N2)
아프리카 에볼라(에볼라 바이러스, 필로 바이러스)
미국 에이즈(HIV, 레트로 바이러스)
중국 사스(사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동 메르스(메르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COVID-19)

‘구글 사진 자료’
자료출처

‘똑똑 라이브러리(세계사를 뒤바꾼 흑사병, 중세 유럽을 무너뜨리다)’
‘네이버 블로그 이치목의 역사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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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6/13

○ 코로나 팩트 체크!
1. 코로나 19 검진 비용은 무조건 무료이다.(O/X)
△ 의사 소견에 따라 기준 부합하면 검체 체취 비용 16 만원 무료
2. 냄새를 못맡으면 코로나 19 를 의심할 수 있다.(O/X)
환자중 20~30% 정도에서 후각 손상이 의심된다.
3.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다(O/X)
체온 상승은 바이러스 활동성을 약하게 하나 다뜻한 물로 체온 올릴 수 없음.
4. 콧물이 나면 코로나 19 가 아니다.(O/X)
감기와 코로나는 증상으로 구분할 수 없음.
5. 눈 점막을 통해 감염 가능하다.(O/X)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으면 가능하긴 하나, 대부분 호흡기로 감염.
6. 중국에서 온 택배는 위험하다.(O/X)
발송 단계에서 오염됐더라도 8~9 단계 정도 걸리는 해외 배송에서 바이러스 생존 어려움.
7.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가 가능하다.(O/X)
독일 보건 전문가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 발열 등 증상 없음에도 바이러스 검출된 사례 확인.
8. 마늘을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O/X)
항균 성질 있는 음식이나, 현재 코로나 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음.
9. 코로나 19 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활동성이 떨어진다.(O/X)
△ 확실치 않음, 기온 높은 싱가포르에서 확진자 속출함.
10. 코로나 19 는 RNA 바이러스이다.(O/X)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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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컨테이젼’과 현재 상황 비교하기

영화 ‘컨테이전’

현재 코로나19 상황

▪감염경로가 접촉,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라는 점
▪바이러스 발생 원인이 박쥐라는 점
▪감염자들의 증상이 기침, 발열, 인후통, 무증상이라는 점

공통점

▪확진자가 나온 장소를 폐쇄하고 역학 조사를 한다는 점
▪치료제로 소문이 난 개나리액(마스크)을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점.
▪개나리액(마스크)을 하루에 50개만 판다는 점,
▪자가 격리를 한다는 점.
▪악수하지 않는 등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점

▪잠복기가 짧아 약 이틀 정도
▪약국이나 마트 습격이 일어난다는 점

차이점

▪의료진(간호사)들의 파업이 일어난다는 점

▪의료진들 자원이 있음.

▪범죄조직이 백신을 노리고 연구원이나 의

▪백신 개발이 안됨.

사를 납치한다는 점
▪시신을 매장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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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체의 감염 경로 4 컷 만화 그리기

제목

식중독균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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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나 물건에 묻어 있는 세균은 어떻게 확인할까
3. 고체 배지가 담긴 페트리 접시 4 개를 준비하여 뒷면에 A, B, C, D 라고 쓴다.
4. A 의 배지에는 씻지 않은 손을, B 의 배지에는 손 세정제로 깨끗이 씻은 손을 대고 살짝 누른다.

[결과]
2. 각 배지의 상태를 기록해 보자

배지
A
B
C
D

상태
직접 관찰한 내용 적기

2. A 와 B, C 와 D 의 상태를 비교해 보자, 어느 것에서 세균이 더 많이 증식했는가?
A 의 배지에는 씻지 않은 손을, B 의 배지에는 손 세정제로 깨끗이 씻은 손을 대어 세균을 배양했으
므로 A 의 배지에서 세균이 더 많이 증식했을 것이다. c 와 D 의 배지에는 물건에 따라 세균이 더 많
이 증식한 배지가 다르다.

[정리]
2. A 와 B, C 와 D 에서 상태가 다른 까닭을 각각 설명해 보자.
A 와 B 에서 세균 배양 상태가 다른 것은 손 세정제의 기능과 관련이 깊다, 손세정제는 살균 효과가
있으므로 손 세정제로 깨끗이 씻은 손에는 씻지 않은 손보다 세균이 더 적게 존재한다. 휴대 전화나
필기도구, 문의 손잡이 등도 씻지 않은 손으로 사용한 물건에 더 많은 세균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실험 결과를 근거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토의하여 써 보자.
세균이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세균이 점막을 통해 체내로 침입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손을 자주 씻도록 하고 눈, 코, 입을 만지기 전이나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자료출처

차시

미래엔 교과서 생명과학Ⅰ
도서 「바이러스 쇼크」 최강석 지음

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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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반

번

이름

1. 수학적 모델이란 ?
문제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가난한 문장에서 표나 그래프, 수식, 다이어그램, 구체물,
은유, 모의실험 도구와 같은 다면적이고 복합적 체계를 포함하며, 수학적 관행에 맞도록 구안된 표현
체계로 현실 상황을 정리하여 조직하고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학적 구안물

2. 수학적 모델링이란 ?
수학적 기호, 식, 그래프, 표 그림 등의 표현 수단을 활용하여 실제의 문제 상황에 들어맞는 수학적 모
델을 고안하고, 이를 도구 삼아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탐구하여 문제의 해에 접근해가는 일련의 사고
과정 활동
3.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

4. 간단한 수학적 모델링의 예시

단계
실세계의 현상
수학적 모델
수학적 결론
결론 및 예측의 과정

상황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은 원이다. 명의 학생들에게 한 개씩 사주
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겠는가?

  ⋯  
 ×   
아이스크림의 총 가격은 원이다

문제) 철수는 생일을 맞이하여 친구 5명을 생일 모임에 초대하였다. 모임에 참석한 6명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모임에 참석한 6명이 빠지지 않고 모두 악수를 할 때 악수는 몇 번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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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 육각형 모델
사람 6명을 육각형의 꼭짓점으로, 악수하는 횟수를 한 꼭짓점과 다른 꼭짓점을 잇는 선분
의 개수로 생각하여 옆의 그림과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답2) 순서쌍 모델
사람 6명을 자연수 1,2,3,4,5,6으로 생각하고 악수하는 횟수는 서로 다른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한 순서
쌍이 개수이다.
- (5,6) = (6,5)이므로 앞의 숫자가 작은 것만 순서쌍으로 만든다.

5. 실생활에서 수학적 모델링 해보기
문제) 남해대교는 두 교각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늘어뜨린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케이블과 다리의 상판을 쇠줄로 연결하여 지탱하
는 방식의 다리로 케이블의 모양이 포물선인 포물교이다. 중간에 있
는 두 교각 사이의 거리는 220m이고, 교각의 상판으로부터의 높이
는 각각 22m이다. 두 교각 중앙 부분의 케이블과 다리의 상판을
연결하는 쇠줄의 길이는 2m이다. 이때, 이 중앙 부분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서 케이블과 상판을 연결하는 쇠줄의 길이는 몇 m인
지 구하라.

답) 좌표평면 위에 다리의 상판을 축, 두 교각의 중앙 부분을 지나고 상판에 수직인 직선을  축이라

하자. 이때, 포물선의 방정식은 꼭짓점이 이므로     

  일 때,    이므로      ∴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고    일 때,   이므로 쇠줄의 길이는 이다.

고등학교 고급수학 Ⅱ (전라북도교육청)
자료출처

[2020.4.22.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g4AsRk8yi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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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8/13

감염병 모델
반

번

이름

기초 감염 재생산 수(  )
1. 기초 감염 재생산 수(  )이란?
어떤 집단에서 최초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해 생긴 이차감염자의 수

2.  를 결정하는 요소들
감염병의 전파율, 접촉률, 감염의 지속기간

3. 감염 재생산수( )
이미 전염병이 진행된 집단에서 한 감염자가 병을 전파한 새로운 감염자의 평균 수 혹은 특정 기간 동
안 한 감염자가 병을 전파한 새로운 감염자의 평균 수
4. 기초 감염 재생산 수(  )와 감염 재생산수( )의 관계

        ( : 확산방지 효과의 비율, : 면역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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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모델
1. SIR 모델의 탄생
1972년 커맥(Kermack)과 맥켄드릭(McKendrick)이 발표한 논문 ‘유행병에서 수학적 이론의 기여’에
등장
2. SIR모델이란?
잠복기가 없고, 완치 후에는 이 병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감염되지 않게 되는 질병을 가정한
상황에서 S(Susceptible: 감염대상군), I(Infected:감염군), R(Recovered: 회복군)의 관계를 나타낸 모
델로 SIR모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으로는 홍역, 풍진 등이 있다.

3. SIR모델 이해하기
1) 각 변수들의 의미 알아보기

2) SIR모델을 식으로 표현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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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을 늦추자!
1. 기초 감염 재생산 수와 SIR모델 사이의 관계 찾아보기

2. 기초 감염 재생산 수를 이용해 집단 면역수준 알아보기
감염병

기초감염 재생산 수(  )

코로나 19

2~3.3

독감(H1N1)

1.2~1.6

에볼라

1.6~2

사스

2~4

메르스
홍역

집단 면역 수준(%)


    ×   


    ×   


    ×   


    ×   


0.6~0.9
(2015년 한국 2.5~7.2)
12~18


    ×   


3. SIR모델의 한계 찾아보기
예상 답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지표가 추가된다.
전염병이 장기화되면 출생자와 자연 사망자를 고려해야한다.
잠복기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한다.
회복 후 다시 재감염되는 경우를 고려해야한다.
4. 감염력을 낮추기 위한 방법 찾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등

자료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53 - 시사 in ‘팬데믹의 약
속된 출구, 면역에 대한 모든 것’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191665&memberNo=4
1516152 - naver 포스트
https://benbennben.github.io/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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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8~10/13

▪ 극성 분자의 전기적 실험


물 분자에 (-)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부분적인 양전하(  )를 띤 수소


부분이, (+)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부분적인 음전하(  )를 띠는 산소
부분이 대전체를 향하면서 대전체에 끌린다.
[자료출처: 화학Ⅰ 교과서 - 미래엔]

▪ 항생제의 종류 특징
Ⅰ. 세균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분류
1. 정균 효과 (Bacteriostatic effect): 항생제와 세균 내 구조 결합이 약하면 (혹은 가역적으로 결합
하면) 항생제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도에만 머물고 죽이지는 못한다. 이를 정균 효과라 하
며, 정균 효과를 보이는 항생제를 제거하면 세균이 다시 증식할 수 있다.
2. 살균 효과 (Bactericidal effect): 항생제가 세포와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그들이 갖는 기능을 완
전히 억제한다면, 항생제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단계를 넘어 완전히 사멸시킨다. 이를 살균
효과라 한다.
Ⅱ. 작용기전에 따른 분류

1. 세포벽 합성 억제(미생물로부터 개발)
세균은 인체 세포에 없는 구조인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는데, 일부 항생제는 이러한 세포벽 합성의
각 단계를 저해하여 세균을 파괴시켜 항균작용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항생제는 베타락탐계 항생제
(penicillin, cephalosporin, monobactam, carbapenem 등)와 glycopeptide 가 해당된다.
1) 베타락탐계 : 화학구조상 베타락탐 고리를 기본 구조로 하는 항생제를 말한다. 의료 현장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 페니실린계는 처음 사용된 직후 그람양성균인 포도알균 감
염증 치료에 아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사용량이 증가하여 내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 Glycopeptide 계 : 주로 그람양성균에만 작용하는 비교적 좁은 항균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 47 -

vancomycin 과 teicoplanin 이 포함된다.
2. 세포막 투과의 변화
세포막은 투과 장벽으로 선택적 능동수송을 수행함으로써 세포 내/외의 고분자 물질과 이온의 균
형을 이루게 한다. 일부 항생제는 능동수송에 관여하는 세균의 세포막의 기능을 변화시켜 세균을
사멸시키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polymyxin 과 항진균제(amphotericin B, ketoconazole,
fluconazole, itraconazole 등)가 해당된다. 이러한 항생제는 대량 투여시 인체 세포에도 독성을
일으키므로 사용시 주의를 요한다.
3. 단백 합성 억제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이 세포질 내에서 합성되어야 한다. 단백질은 리
보솜을 통해서 번역되는데, 세균과 인체 세포의 리보솜 구성이 달라 세균의 리보솜만을 억제함으
로서 항균작용을 보이는 항생제들이 있다. Aminoglycoside, tetracycline, macrolide,
lincosamide, chloramphenicol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핵산 합성 억제
세균 증식에 필요한 과정인 DNA 복제와 전사, RNA 생성을 방해하여 항균작용을 보이는 항생제
들이 있다. 대표적인 항생제가 quinolone 과 항결핵제로 사용되는 rifampicin 이다.
5. 엽산 합성 억제
엽산은 핵산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며, 인체 세포와 세균은 생존을 위하여 서로 다른 방식
으로 엽산을 얻는다. 인체 세포는 엽산을 생합성할 수 없어 외부 음식으로 섭취함으로써 얻으나,
세균은 자체 생합성을 하여 얻는다. 따라서 엽산 생합성 과정에 장애를 주어 항균작용을 보이는
항생제들이 있다. Sulfomide 와 trimethoprim 이다. 두 항생제는 서로 다른 합성 단계를 억제하
여 병용사용 시 항균효과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출처: 항생제의 종류 및 특징-질병관리본부]
Ⅲ. 페니실린의 구조 및 작용 메커니즘

그림. 페니실린의 구조

그림. 세포벽 합성 효소와 페니실린의 결합 → 세포벽 합성 저해

[그림 출처: Biochemistry, sixth Edition © 2007 by W. H. Freeman and Company]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와 결합하여 그 구조를 변화시킨다. 페니실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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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의 활성부위에 접근한 후 활성부위에 있는 -OH기와 반응을 한다. 이 때 페니실린 내의 사각 고
리(β-lactam고리)에 있는 C=O와 효소 활성부위의 OH사이에 에스테르 결합(-COO-)이 형성된다. 이
로 인하여 사각 고리가 절단된다. 그리고 OH기의 H가 인접해 있던 N과 결합을 한다. 이렇게 됨으로
써 효소의 활성부위가 변형된다. 즉, 효소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세포벽 합성과 관
련된 촉매반응이 진행되지 못한다.

▪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작용 원리
Ⅰ. 타미플루의 작용 메커니즘
로슈에서 제작한 Tamiflu의 핵심은 신종플루를 포함하는 인플루엔자 A형 그리고 B형 바이러스의
neuraminidase라는 효소를 저해하여 체내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세포 생명
체와는 달리 아주 단순하게 유전물질인 핵산과 단백질 껍데기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생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고 적당한 숙주를 만나야 활발한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숙
주를 거치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변종이 생기고 그러한 새로운 변종들이 숙주들을 옮
겨 다니며 대유행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림. 바이러스의 구조

그림. 바이러스의 감염 및 전파 경로(1: 바이러스 부착, 2:
세포막 통과, 3: 바이러스 핵산 복제, 4: 새로운 바이러스 방출)

독감바이러스(influenza virus, flu)는 A, B, C 형으로 나뉜다. 각 타입에 따라서 옮겨다닐 수 있
는 숙주세포가 다른데 C형은 사람에게 문제가 된 경우가 없고 B형과 A형은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하
다. B형의 경우에는 타입은 한 가지뿐이지만 A형은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도 조금씩
변이를 일으켜 사람들의 대응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A형에 속한다
바이러스가 숙주를 옮겨 다니며 전파가 가능한 것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헤마글루티닌
(hemagglutinin, 이하 H)과 뉴라미니다아제(neuraminidase, 이하 N) 때문이다. H는 체내에 투입된
바이러스가 세포에 부착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N은 세포에 침입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빌려 유전자 혼합 등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에 필요한 각종 단백질을 생산하고 감염된 세포를 빠져나
갈 때 필요한 것이다. 바이러스가 빠져나갈 때 보통 감염된 세포는 파괴한다. 바이러스를 분류하는
방법 중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H와 N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플루엔자 A형의 경우 H가
16종, N이 9종이 조합된 총 144종의 타입이 존재하게 된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경우 신종플루와 같은 A형이고 144종의 타입 중 H5N1 타입이다. 신종플루
의 경우 H1N1타입으로서 외국에서는 H1N1 flu로 많이 불리고 있다. 1918년 유행하여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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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초래했던 스페인 독감 역시 신종플루와 같은 H1N1타입이다. 이 부분이 신
종플루의 폭발적 유행을 걱정하게 하는 부분이다. 신종플루는 H1N1 타입 중 새로이 변종을 일으킨
것으로 현재 총 네 가지 플루 바이러스가 결합되어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Tamiflu(oseltamivir)가 신종플루의 N 효소를 저해하는 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다. 바이러스가 전
파되는 경로는 그림 A와 같다.
1. 숙주세포에 receptor라고 하는 것이 돌출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sialic acid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약물 구조를 통한 정밀한 기전에서 설명되겠지만 타미플루와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
다.
2. 새로 생성된 바이러스는 탈출 시에 숙주세포 세포막의 receptor와 바이러스의 H가 우선 부착된
상태가 된다. 이 결합상태를 N이 깨뜨리는 것이다. N은 receptor를 깨뜨려서 바이러스의 탈출을
돕는다.
3. 방출된 바이러스는 지속적인 바이러스 복제 및 확산을 일으킨다.

타미플루를 포함한 N 억제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은 그림 B와 같다.
4. 타미플루가 체내에 투입되었다.
5. 타미플루는 N을 막아서 N의 작용을 억제한다. 이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타미플루가 sialic acid의
구조와 유사하여 N의 작용대상인 receptor인 척하여 N에 달라 붙게 되는 것이다.
6. 숙주세포의 세포막에 부착된 바이러스는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고 감염된 숙주세포에 붙어 있
게 된다. 이로써 바이러스 복제 및 확산은 멈추게 되는 것이다.
[자료 출처: 독감, 신종플루: 타미플루의 작용 원리.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aswdiamond&logNo=6015004413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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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13/13

• 화각(angle): 대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각도를 말하며, 촬영하는 화각에 따라 대상의 느낌이
다르게 느껴진다.

• 화면 구도(framing): 화면 구도의 설정에 따라 주제에 대한 표현 효과가 달라진다.

• 셔터 속도(S): 조리개를 여닫는 속도를 나타내며, 셔터 속도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 노출(E) 조리개를 여닫는 크기와 속도에 따른 빛의 양을 나타낸다. 노출 정도에 따라 사진의
밝기가 달라진다.

자료출처

미술(미진사), 미술창작(미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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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화학 수업 활동 】

【 화학 산출물 제작 】

【 화학 수업 산출물 】

【 화학 수업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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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사 수업 】

【 세계사 수업 】

【 세계사 산출물 】

【 세계사 산출물 】

【 세계사 학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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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수업 활동 】

【 미술 수업 활동 】

【 마스크의 차단력 】

【 코로나를 차단하는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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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명-코로나 제거 작전 】

【 마스크 전쟁 】

【 마스크를 쓴 학교 】

【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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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PPT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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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수업 】

【 수학 학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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