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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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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대장간을 중심으로 전통과학(온돌, 한지공예) 속에 숨어 있는 과학과 기술의 원리를 풍속화를
통해 알아보고,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문화관 등을 찾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전통문화 속
에 깃든 조상들의 과학기술의 지혜와 그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원리를 깨닫게 한다.

2. 서론
◦우리 조상들은 일을 할 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을 했으며 이러한 도구들 속에는 많
은 과학적 지식과 지혜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관의 전통과학관을 탐방해 보면 우리 조상들의 역사와 과학이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다양한 STEAM수업을 위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조상의 전통과학 연구를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조상들이 가졌던
융합적인 사고의 체계를 경험하게 하며, 새로운 과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전통과학 관련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조상들이 철을 달련하고 다양한 농기구를 제작했던 대장간은 일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되었으며, 풀무 등은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서 다양한 과학적
소재를 지니고 있다.
◦과학관의 전통과학관과 연계한 체험형 STEAM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 조상
들의 과학적 지식체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최첨단의 과학문명속에 살아 가고 있는 우리
들에게 전통과학의 소중함을 느끼고 보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미술 및 역사교과에서 조선시대 풍속화 중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조
상들이 사용한 도구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는 어
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과학에 흥미 있고 관심 있는 학생 중심형의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 스스로 찾아보고 조사
하며 자발성을 발휘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적, 수학적 원리를 찾는 STEAM프로그램을 개
발한다.
◦대장간 체험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도구를 사용한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에게 필요
한 도구를 디자인 혹은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경험하고 성취하는 STEAM프
로그램을 개발한다.
◦전통과학을 현대과학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 수업뿐만 아니라 자유학년제 및
방과후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STEAM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양한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생활의 지혜를 통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문명의 과
학적 도구에는 무엇이 있는 지 생각해 보고, 학생들이 미래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의 도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STEAM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연구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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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연구 및 적용
▸연구의 목적
- 과학과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늘 어렵고 힘든 학교의 생활 중에 일부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은 예술 활동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소
유할 수 있는 욕구를 넣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민속 박물관 및 과학관의 전통과학관을 탐방하고 우리 조상들이 삶 속에서 사용한 도구
들의 찾아보고, 그 도구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조사해 본다.
- 대장간에서 사용한 다양한 도구의 종류를 조사해보고, 다양한 지레의 종류와 도구에 적
용된 과학적, 수학적 원리를 탐구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도구들 속
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탐구해 본다.
- 전통 과학의 도구들 속에서 몇백 년이 흐른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할 때 학생들은 미래에 사용되어야 할 도구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찾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창조 과학의 출발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 조선시대의 풍속화, 역사서 등에 기록된 전통과학의 기록을 통해 현대과학의 꽃인 ‘삼
각형의 닮음’, ‘황금비’등이 활용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통과학의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전통 과학 속에서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을 아우
르는 통합적인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조상의 지혜를 배우며 우리 생활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프로그램 개발 예시

현대 우리의 생활속의 과학

전통과학의 예( 온돌의 방고래 형식)

(온돌형 돌침대)

2)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연구 및 조사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연구
-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상호평가와 활동지 및 과제 산
출물 평가를 위한 평가 성취안을 마련한다. 학생들의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성과를 조사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한다.
- 프로그램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 공예 작품을 통한 STEAM 프로그램 수업에서 학생들이 알게
된 과학적, 수학적 사실을 기술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적용 성과를 연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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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모둠별 발표하고 전통과학관 탐방과 자료조사, 전통 도구 만들기 체
험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공유하고 체험활동 통해 관심을 갖게 된 과학과 수학의 분야, 그리
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자신이 설계한 창의적 도구를 제작하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수고
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과학, 수학, 기술의 조화로운 자신만의 도구를 서로 설명하며 생각할
수 있는 학생활동지를 제작하도록 한다.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조사
- 학생들의 설문지 및 개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학생들의 생각과 과학에
대한 흥미도 변화를 조사하고 연구자료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 혹은 보완하여 완성도 높
은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창의재단에서 개발한 STEAM 문제해결 측정도구(박현주, 2017)를 통해 대상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 학교 밖 STEAM 프로그램의 교사용 자료 및 교사 연구회 결과 보고서의 학생 평가 방법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성장 정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성과를 조사한다.
-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도 향상 정도를 알 수 있는 흥미도 태도 검사지를 개발하여
수업 전과 후의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검사하고 일제식 수학과 과학수업의 흥미도
검사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와 성취 척도안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3) STEAM 협력 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STEAM 협력 연구 강화
- 과학과목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역사와 미술교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업하여
학습지도안과 학생활동지를 제작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도록 한다.
- 다양한 전통과학의 도구들을 학생 스스로 찾아 볼 수 있게 하며, 직접 도구를 제작하는 체
험 활동을 실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개발한다.
- 한국창의재단에서 주최하는 STEAM 워크숍 및 대한민국 과학축전등에서 전통과학과 관련
된 과학 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을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 STEAM 프로그램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의 정보를 옛것으로
부터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교내 학교 축제 및 과학 행사에 전통과학 관련 체험 부
스를 운영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도록 한다.
▸STEAM 프로그램 확산 실천
- 과학수업 공개 및 학부모 공개 수업을 통해 우리 생활 속 도구에 숨어 있는 전통과학의 가치
를 알아보는 STEAM 수업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확산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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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년제와 연계할 수 있는 대장간 체험, 전통 도구 체험 등의

STEAM 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과학 및 기술가정, 역사교사들이 활용가능하도록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 7학년의 자유학년제의 주제선택 프로그램 및 8~9학년의 동아리 활동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다른 학년에게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전통과학을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와 과학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과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지도안과 학생 활동지 및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통 대장간을 통한 전통 도구 제작하기

프로그램명
학교급

전통과학에게 미래의 길을 묻다!
(대장간을 중심으로 한옥, 한지공예 속에 숨어있는 STEAM의 꽃)
해당없음 대상 학년(군)
3학년

중심과목

중학교

연계과목

과학
역사
미술
수학
기술

STEAM
프로그램
구분

개발결과

적용결과

주제
연번
1
2
3

대상 학년(군)

중2~3(8~9학년)

중심과목
[중학교 2,3학년] 일의 원리(지레의 종류)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미술] 감상(풍속화) 화가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등,
한지공예
연계과목
[중학 수학] 삼각형의 닮음의 원리
성취기준
[중학 기술] 도구의 제조 및 사용, 한옥(건축)의 과학적 원리
영역
[중학 역사] 원시시대 농경 도구 및 조선시대 대장간(장인)의 생활
모습 탐구
차시
과목 연계(안)
(시수)
2
과학(1+ 수학(1)
4
미술(2) + 과학(3)
5
미술(1)+ 과학(1)+ 기술가정(2)+역사(1)

학생들이 대장간 및 전통과학 속의 숨어진 사실을 깨닫게 되어 지적
호기심을 고양시켰으며 스팀교육의 필요성이 더 한층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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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계획대비 변경된 사항**
- 처음에 전통 대장간을 중심으로 스팀교육지도안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계획한 15차시 수업
지도안 작성이 곤란하여 한옥(온돌)과 한지공예까지 확대하여 다루어야 했다.
- 처음 계획에는 역사적인 면에서 대장간을 통한 삶의 모습을 역사 선생님을 통해 조명하고
작업현장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못했다.
- 충북 보은의 농업박물관에서 전통 대장간에서 주물과 단조작업의 체험을 하려고 하였으나,
안전 문제 및 시간, 학생들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대신에 교실
에서 풍속화를 통한 과학적 원리 분석과 거중기 제작 체험으로 스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자 시도하였다.

4. 연구 수행 결과

◦연구 수행 결과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학생 태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 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특허출원(국외, 국내)

수행 결과
총 12차시
2019. 10.14. ~ 2019. 11. 19.
야탑중학교 127명(중학교 1~3학년 일부)
가. 풍속화 스팀수업-야탑중학교 1학년

4~5차시 수업

나. 거중기 만들기 스팀수업 참여자-과학창의동아리 학생
(12명-세화여자중학교 과학실)
9월 30일, 3개 학급(90명) 실시 완료
10월 14일~30일 3개 학급(90명) 실시 완료
10월 30일 실시 완료
2019.6.28.금. 서울 STEAM 선도교사단 연수 참여
없음
없음

5. 결론 및 제언
※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교사 간의 협동 연구, 융합 연구로 서로 몰랐던 지식과 수업 방법을 알게 되었다
-바쁜 가운데 성실히 자신의 책무에 충실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어려웠던 점) 프로그램 적용 시기와 대상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연구원이 자유학년제 수업
을 담당하지 않았을 때)
- 대장간 체험이 위험하여 학생을 상대로 하기가 싶지 않았으며, 중간에 연구원 변경으로
주 협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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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스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계 및 학부모의 인식과 확산이 아직 부족하여 학교 현장
에 자신 있게 적용하는 데 여러모로 한계가 느껴졌다.(일부는 방과 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했다)
※ 교사연구회의 전체 회원 사이의 협력적 활동 내용

- 설문조사 및 교실 및 실험실에서의 스팀교육
- 메이커 대회 및 스팀교육 관련 행사 참가 후 모임

※ 교사연구회를 통해 참여 교사들의 STEAM 수업 역량 증가 내용 및 설명 제시

-자유학년제 과목선택 프로그램의 주제선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실 수업을 단순히 주입식, 강의식이 아닌 협동학습과 토의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인터뷰)
- 사진 재료 및 설문 조사로 대신함.
-설문 조사 문항이 실제 스팀 수업한 내용과 거리가 있어 학생들이 성실히 응답했는 지

의문시 된다.

※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1. 스팀교육체험관을 교육청에서 별도로 상설 설치 운영이 필요함-관리교사를 많이 뽑아 관
리하게 함
2. 서울 등 대도시에도 전통대장간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설치-메이커스페이스
나 발명교실, 무한상상실과 별도로 해야 함.
3. 교육과정에 주당 1시간(90분) 씩이라도 스팀체험활동 시간을 상설화하여야 한다.(자유학년
제 프로그램에 진로활동과 별도로 스팀 체험활동 시간을 명시하기를 바란다.)

※ 기타 사항 및 시사점
스팀교사연구회가 사립학교 교사가 대부분 참가하고 국•공립교사는 참여교사가 적은 데, 교육
청과 협의하여 연구 가산점 제도를 마련하고 교사의 외국문화 시찰대상의 특혜를 준다면 더
많은 교사가 참여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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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전통과학에게 미래의 길을 묻다!
(대장간에서 숨어있는 STEAM의 꽃)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1

2

3

4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9과10-03] 달의 위상 변화와 일식과 월식을 설명할 수 있다.
[9과02-01]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9과06-01] 물체를 보는 과정을 빛의 경로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1~4/12 [9과06-03]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통해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여 상의 특
징을 비교하고, 평면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9과19-03] 일의 의미를 알고,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중력이 한 일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차시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미술
- 체험
- 표현
- 감상
- 비평

[9과15-01]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모형으로 이해하고, 열
의 이동 방법과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의할
중학교 기술가정
수 있다.
5~6/12
-(2)가정생활과
<탐구 활동>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
안전
[9과15-03] 물질에 따라 비열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탐구를 통해 알고,
이를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6과08-02] 지시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용액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
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
[6과08-03]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여러 가지 성질을 비교하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중학교 기술가정
[6과08-04]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를 찾
7~8/12
-(5) 기술
아 발표할 수 있다.
활용
[9과05-01]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9과17-01]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알고,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
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8과06-03] 지레의 원리를 알고, 일의 도구를 통하여 힘의 이득을 표현할 수
있다.
[8과06-02] 일을 할 때 어떤 도구가 필요한 지 풍속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중학교 과학
[9과05-02]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산화철로부터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
수학, 기술,
다.
역사.
9~12/12 [8과07-02]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산화철로부터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
- 체험
다. 열팽창의 원리를 적용하여 철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 표현
[8기가4-03]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대장간을 통해 도구제작을 체험할 수 있다.
- 탐구
[7수-03]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하여 지레의 원리를 표현할 수 있다.
[8역-03] 대장간의 역사를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대장간을 통해 도구 제작을
체험할 수 있다.

연번

차시

(과학)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8차시/10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4
/12

 조선시대 궁궐 속에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고, 힘의 분산, 아치형 구조, 착시, 소음
차단 반사벽, 기울기, 빛의 직진 현상과 반사 현상의 실험을 통해 빛의 성질을 이해
하고, 빛의 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풍속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도구들을 살펴보고, 그림속 과학적 사실들을
찾아내어 시간적 배경을 추리할 수 있다.
 조선시대 풍속화 혜원 신윤복 <월하정인> 내용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따라 그
리기 및 채색을 할 수 있다.
Co

상황 제시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문화재에 대한 사랑을 동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중 12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혜원 신윤복 <월하정인>을 통하여 여러 과학적 요소들을
찾아보고, 그릴 수 있다.
 CD 창의적 설계
천문 프로그램 <스텔라리움>을 실행하여 그림 속 날짜와 시각으로 찾아가 천문현상
을 찾아볼 수 있다. 빛의 성질과 반사를 이용한 난반사 실험을 수행하고 기울기
APP 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ET 감성적 체험
혜원 신윤복 <월하정인> 그림속 내용들을 유추해보고, 밑그림 그리기와 채색하여 학
급 전시회를 열 수 있다.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5~6
/12

조선시대 풍속화 그리고 채색하기
조선시대 궁궐 속 과학적 원리 찾아보기
조선시대 풍속화 속 과학적 원리 찾아보기

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온돌 알아보기
온돌의 구조를 이해하고 열의 전달 방법 알아보기
나만의 온돌 설계 및 제작해 보기

 해외로 온돌을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난방구조와 온돌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외국인들이 온돌식 난방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궁이부터 굴뚝까지 연기가 이동하는 통로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고
래의 모양에 따른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 알 수 있다.
 직접 온돌의 고래를 설계해보고, 지금의 온도보다 더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온돌을
설계해보고, 색찰흙을 이용해서 직접 온돌이 구조를 모둠별 제작해 볼 수 있다.
 Co 상황 제시
해외로 온돌이 수출되어 가고 있다는 영상과 신문기사를 살펴보고, 외국의 난방 방
식과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방식인 온돌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왜 외국인들 역시
온돌식 난방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CD

창의적 설계
온돌의 구조와 각 구조의 명칭, 기능을 알아보자. 구들의 뜻과 구들이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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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학습해 보자. 구들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구들이 열을 전달
하는 방법과 한번 데워진 구들이 잘 식지 않는 현상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학의 가치
를 학습해 보자. 자신이 온돌을 만든다면 어떤 구들의 모양을 갖을 것인지 설계해
보고, 설계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열전달 방식의 뛰어난 정도를 설명해보자.
 ET 감성적 체험
자신이 설계한 구들의 모습을 그려보고, 구들을 설계해 보자. 색찰흙을 이용해서 자
신이 설계한 구들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구들에 놓을 돌을 골라서 준비해보자. 직접
설계하고 구들을 제작한 온돌모형을 모둠별 전시하고 자신의 작품의 우수성을 설명
해 보자.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7~8
/12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밀’을 알아보기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한지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한지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지 않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실험하기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지 속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있다. 어떤 과학적
원리에 의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종이의 색과 특징을 유지하는지 알아
보자.
 한지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중성지이 때문이다. 한지의 중성여부를 산
과 염기의 지시약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 한지의 화학적 특성을 실험
해보자.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한지의 유래와 역사를 알아보자. 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지식과 생활에 적용한 지혜를 알아보자.
Co

상황 제시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는 목판본 불경이 한지에 찍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종이의 나이는 무려 1300 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지의 역사와 유래를 알아보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지의 특성을 알아
보자.
CD

창의적 설계
한지가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지의 화학적 성질이 중성이라데 그 이
유가 있다. 중성지는 오랜 시간이 지내도 화학반응을 쉽게 하지 않아 변색이 잘 일어
나지 않고 오랜 시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화학반응을 통해 한지와 다른 종이들의
산성,중성,염기성 정도를 지식약으로 측정해 보자.
 ET 감성적 체험
한지의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공예품의 예를 들어보고 다양한
문양의 한지를 이용하여 데쿠파주 기법을 통해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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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9~12
/12

중2. 단원6 일과 에너지의 전환(2009)

 조선시대 풍속화 속에서 대장간에서 일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대장간의 역사와 만
드는 도구, 진화된 현대의 대장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풍속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도구들을 살펴보고, 지레의 원리가 적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수원화성의 건립에 사용된 ‘거중기’ 만들기를 통해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구가 사
용됨을 알 수 있다.
 Co 상황 제시
과천 과학관의 「한국문명관」, 2019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특별전(뚱땅뚱땅,
가야 대장간( 2019.7.30. ~ 2020.5.31.)) 국립민속박물관과 철박물관, 한국콘텐츠진
흥원(문화콘텐츠닷컴-회화-풍속화로 보는 민속생활-삶의유형-서민-장인-대장간 1,2
(김득신, 김홍도 대장간 풍속화)에서 대장간의 관한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검색하
여 대장간에서 사용된 도구와 도구 제작 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보은농경문화관 대
장간 전시 및 체험(tourboeun.go.kr)에서 농기구의 제작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ET 감성적 체험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구들로 제작한 「거중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인 지혜를 슬기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만든 작품은 발표와 전시를 통해 기
억과 생활에의 응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 1-3 학년
[9과10-03] 달의 위상 변화와 일식과
월식을 설명할 수 있다.
[9과02-01]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
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9과06-01] 물체를 보는 과정을 빛의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경로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바. 빛과 파동
차. 태양계
머, 운동과 에너지

중심과목
성취기준

[9과06-03]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통해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여 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평면거울에서 상
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9과19-03] 일의 의미를 알고, 자유 낙
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중력이 한
일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혜원 신윤복 <월하정인> 감상하고,
차시
1-4 차시/10 차시
따라 그리기
1. 조선시대 궁궐 속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조선시대 풍속화 속 과학적 요소들을 찾아 시간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3. 조선시대 풍속화 밑그림 그리기와 채색하기를 통하여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연계과목
미술
체험, 표현, 감상, 비평
성취기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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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힘의 분산, 아치형 구조, 착시, 방음, 기울기, 빛의 성질
T
STEAM
E
요소
A ※ 조선시대 풍속화 살펴보고, 혜원 신윤복 따라 그리기
M
조선시대 그림을 통하여 과학적 요소들을 찾아보고, 조상들의 전통과학 속에 담긴
개발 의도

우수함과 소중함을 느낀다. 신윤복 <월하정인> 그림 속 사실들을 바탕으로 시간적
배경을 천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월하정인>을 밑그림과 채색하기

를 통하여 작품을 완성하여 <월하정인> 따라하기 전시회를 열어보도록 하자.
학생들에게 조선시대 그림을 통하여 과학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알고, 천문학적인 지식을 바탕
으로 <월하정인> 그림의 시간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월하정인>을 따라 그리기를 통
하여 조선풍속화를 음미하고 완성해보고자 한다. 신윤복은 조선후기 화가로 실제와 거의 흡사
하게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로 유명하다. 그림 속 두 주인공의 모습을 살펴보며 작가가 전하고
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감상해보기 좋은 작품이다. 조선시대 여러 그
림들을 제시하고 그림속에 도구들을 찾아보는 활동도 의미가 깊다. 도구들을 찾아보면서 쓰임
새와 모습들을 통하여 생활모습들을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는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인 궁궐에는 많은 건축적 요소와 과학적 요소의 총 집합체이다. 궁궐속에
적용된 여러 과학 요소들을 찾아보는 활동도 매우 뜻깊은 활동이 되리라 생각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나의 월하정인> 그
-간송 전형필 선생님
- <월하정인> 그림 속 내용
창
려보기
유추해보기
상 에 대하여 들어 본 의
-스텔라리움을 이용
STEAM
- 그림속 과학적 단서를 찾아
황 적이 있나요?
학습준
적
하여 그림의 시간
제 -간송 미술관의 12
시간적 배경을 유추하기
거
적 배경 찾아가기
시 컬렉션은 무엇일까 설
- 풍속화 및 궁궐 속 과학적
계
- 풍속화 감상과 간
요?
요소 찾아보기
이월대 만들기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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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Co

Tip!

간송 12 컬렉션에 대하여 알아보기
학생 활동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 대하여 조사해 보자. 또한 간송 미술관이 아끼는 12 컬렉션 지
에 대하여 살펴보자.
http://vod.kbs.co
도입
( 45 분)

 혜원전신첩 중 <월하정인> 그림 속 요소들을 살펴보며 내용들을 유추해 보자.

.kr/index.html?so
urce=episode&sn
ame=vod&stype=v
od&program_cod
e=T2013-0571&pr
ogram_id=PS-201
9113428-01-000&
section_code=05&
broadcast_compl
ete_yn=N&local_s
tation_code=00&s
ection_sub_code=
08

CD

혜원전신첩 중 <월하정인> 내용 살펴보기
 그림을 감상하며 해석 및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몰래 데이트
(담 모퉁이)
전개
( 45 분)

여인의
시선과
홍조의 얼굴

남성의 몸의 방향과
눈의 시선

상황
(데이트 후 헤어지는
시점)
외형

달빛 조명

남녀 발끝외

부유함-옥을 입히

(꽃미남-피부 좋고,

분위기

방향

가죽신

갸름한 얼굴형, 훤칠한
키 등)

 <월하정인> 따라 그리기
<월하정인> 밑그림을 그린 후, 채색하여 완성하기

https://brunch.co.kr/@leedaehyun/304
1) <월하정인> 그림위에 화선지 올려놓기(먹지를 이용한 먹선 그리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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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

활동

2)
3)
4)
5)

유성펜을 이용하여 <월하정인> 외곽선 따라 그리기
수채화 물감 이용하여 채색하기
액자 만들기 – 흰 도화지 위에 그림 올려놓고, 검은색 도화지로 사각틀 만들기
<월하정인> 전시회 열기

CD

혜원전신첩 중 <월하정인> 속 두 주인공의 만남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림속 과학적
요소들을 찾아 시간대를 분석해 보자.
 그림 속 과학적 요소 찾아서 기록하기

학생
지

활동

야삼경자정을전후

-https://www.youtube.com/watch?v=r-w-wHFHyIU

한깊은밤중.

전개
( 45 분)

 그림 속 남녀 데이트 시각은 언제일까요?
1793 년 8 월 21 일 자정을 유추할 수 있는 과학적 요소들을 찾아 보세요.
달
모양

달
위치(지붕 처마
위치)

초롱불

月沈沈夜三更

밤

야삼경(시각)

상황

밤11시에서
새벽1시까
지를말한다.

두 연인이
헤어지는 시점

 스텔라리움 프로그램 이용하여 두 여인의 데이트 시각 찾기
https:// w
ww.youtub
2)스텔라리움 실행 후, 홈화면 살펴보기
e.com/wat
3)검색(F3) 창 열기 MOON(달) 검색어 입력 후 ch?v=YqH
oef_Z99w
엔터
1)스텔라리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4)날짜 및 시간(F5) 창을 열고, 1793 년 8 월
21 일 입력 후 엔터
5)우측 상단 접안렌트 아이콘 선택
6)하단 메뉴바에서 시간 증감 클릭하여 23:30
으로 설정하기
7)시간 증감 버튼을 클릭하여 월식이 시작하는
시각(22:00)과 끝나는 시각(00:42)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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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조선시대 풍속화를 통하여 사용된 도구들을 찾아보고, 궁궐 속에 담긴 조상들의 우
수함과 소중함을 생각하며 과학적 요소를 찾아보기
 조선시대 풍속화를 통하여 조상들 삶을 엿보고, 그림 속 사용 된 도구들을 찾아보
자.

학생
지

 조선 건축 및 과학의 집대성인 궁궐 과학적 요소를 찾아보고 탐구해 보자.
전개
( 35 분)

활동

https:// w
ww.youtub
e.com/wat
ch?v=WZs
bsCK1HS0
박석의 비
밀
학생
지

활동

https:// w
ww.youtub
e.com/wat
ch?v=GiRs
4z87ZyE
박석과 지
붕

출처 : 서울대학교 과학교육 연구소

ET

궁궐 월대 박석을 빗물 기울기를 생각하며 만들기
정리
 우리 조상들의 자연과 하나되는 미적인 감각과 우수한 과학성을 바탕으로 한 궁
( 10 분)
궐 월대를 만들어 보자.
*준비물 - 알루미늄 호일, 점토판과 점토를 이용하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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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학교급/
학년(군)

과학

중학교 1-3 학년
[9과15-01]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법과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

거. 열과 우리생활

중심과목 고 토의할 수 있다.
성취기준 <탐구 활동>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
[9과15-03] 물질에 따라 비열과 열팽창 정도
가 다름을 탐구를 통해 알고, 이를 활용한 예
를 설명할 수 있다.

한옥에 있는 전통과학
주제(단원)명 - 온돌의 구조와 특징을 통한
차시
5-6 차시/10 차시
전통과학 체험하기
1. 해외로 수출하는 온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학습목표 2. 온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 온돌의 구조를 설계하고 직접 제작해서 온돌의 열전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9기가02-05]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
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9기가02-06]

연계과목

기술가정

연계과목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을 탐색하여,
성취기준
가족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에 활용한
영역
다.

[9기가02-1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
고,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
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 열의 전달 방식 이해하기- 대류, 복사, 전도
※ 온돌의 구조를 이해하고 온돌구조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STEAM T ※ 온돌의 모양을 설계하고 직접 제작해 보기
요소 E
A ※ 색찰흙을 이용해서 미적 작품성이 있는 온돌 모형 만들기
M
한국의 전통한옥의 구조는 주거공간으로 다양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옥
S

에 다양한 전통 과학적 요소들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우리 조상
개발 의도 들이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모습을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과학을 몸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 중 한옥의 온돌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방법과 온
돌의 과학적 가치를 학습하고, 자신만의 온돌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외국으로 수출하는 온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다양한 나라들
의 주거공간에서의 난방의 형태를 알아본다. 또한 온돌의 구조와 난방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
해하고 이를 통해 전통과학의 가치를 학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온돌의 구조와 각 명칭,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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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능을 학습하고, 보다 효율적인 온돌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진행한다. 다양한 온돌의 설계
를 통해 효율적 온돌의 모습을 찾음과 함께 색찰흙을 이용해서 실제로 온돌구조를 설계에 따라
제작해보고, 열전달 방식이 우수한 형태를 모둠별 찾아 토의하고 창의적 작품을 완성하는 수업
을 진행하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

외국에

수출하고

창 - 온돌의 각 구조의 기능과 명

상 있는 온돌의 가치 의
칭 알아보기
STEAM
황 이해
학습준
적 - 온돌의 구조속에 숨어 있는
제 - 왜 외국인들은 온
거
과학적 가치를 알아보기
시 돌을 선호하는 것일 설
계 - 효율적인 온돌 설계하기
까?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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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 협의를 통
해 가장 효율적인 감
성
온돌 선택
적
- 설계도를 바탕으로 체
온돌을 직접 제작 험
하기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 온돌- 온돌 세계를 데우다
 한국의 전통가옥의 난방 방식인 온돌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사진 자료 및 영상 Tip!
을 통해 온돌의 가치를 알아보자.
학생 활동
도입  왜 외국인들은 한국의 난방 방식인 온돌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자.
지
( 20 분)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의 전통가옥의 난방의 방식은 온돌과 어떻게 다른지 자료 https://www.y
outube.com/
를 통해 알아보자.
watch?v=pUC
 온돌이 열을 전달하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보고, 외국 전통 가옥의 열 전달 방 0BaN1bKY
법와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CD

온돌의 구조와 열전달 방식을 알아보자.
 온돌의 뜻은 무엇인가?
 온돌의 구조와 각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학생
 다양한 고래의 구조와 특징을 생각해보자. 고래의 구조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
지
까?

활동

https:// w
ww.youtub
e.com/wat
ch?v=7ji5f
nvS1Rw

전개
( 45 분)

 아궁이에서부터 부넘기, 고래, 개자리 등에 연기가 이동할 때 어떤 과학적 원리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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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들장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과 온돌이 다른 난방에 비해 좋은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학생
지

활동

 겨울철 최적의 난방을 위한 온돌을 모둠별로 설계해 보자. 전통온돌의 방식에서 https://www.y
outube.com/
아이디어를 얻어 설계해 보도록 한다.
watch?v=7-w
_qM9GolA

학생
CD

활동지
모둠별 설계한 온돌을 직접 제작해 보기
 부넘기를 고래보다 높게 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들장 역할을 하는 돌의 모양을 고를 때 어떤 것이 구들장으로 좋을지 생각해보 https://www
정리
.youtube.co
자.
m/watch?v=
( 35 분)
 자신의 모둠에서 제작한 온돌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lHwYJHFmC
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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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학교급/ 초등학교 5-6 학년
학년(군) 중학교 1-3 학년

과학

[6과08-02] 지시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용
액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
[6과08-03]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여러
가지 성질을 비교하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8. 산과 염기(초등)

용액을 섞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마. 물질의 상태변화

중심과목 [6과08-04]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
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성취기준 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를 찾아 발표할 수 있
변화

다.
[9과05-01]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
명하고 이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9과17-01]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알고,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한지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주제(단원)명
차시
7-8 차시/10 차시
원리를 찾자!
1.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지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찾을 수 있다.
2. 한지를 활용하여 종이의 산성, 중성, 염기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학습목표
3. 한지의 전통과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를 느낄 수 있
다.
[9기가03-01]
생활 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 및
생활 자원 관리 문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연계과목

기술가정

연계과목 향상
성취기준 [9기가04-01]
영역
생산 기술이 인간 생활에 유용한 산출물을 만
들어 내는 것을 이해하고 하위 요소인 재료,
설계, 공정을 설명한다.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한다.

S ※ 한지의 화학적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구상할 수 있다.
T ※ 한지의 제조공정을 이해하고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한다.
STEAM
E
요소
A ※ 서양의 공예인 데쿠파주를 다양한 문양의 한지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M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 한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한지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는 이유는 다른 종이에 비해 화학적
개발 의도

성질이 중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성지인 한지는 변색과 같은 공기중에서 화
학적 변화가 적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게 된다. 전통한
지와 현대에 사용하는 종이의 화학적 성질을 실험을 통해 관찰해 보고, 한지가 만
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종이의 역사와 생산 과정을 이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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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천년 이상의 시간동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과학 ‘한지’의 우수성
을 이해하고,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역사적 유래를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한지의 화학적 성
질을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고,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한지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
리를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된다. 한지를 이용한 공예작품 활동을 통해 한지의 아름다움과 미를
우리 생활속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한지를 우리 생활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과정
을 학습하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 한지를 활용한 공
예기법을 배워보고,

- 오랜 시간이 지나 창
STEAM 상
학습준 황
제
거
시

도 변하지 않는 한 의
지의 가치를 이해한 적
다.

설
계

모둠별 한지를 활
- 한지의 화학적 성질을 실험
을 통해 알아보고, 한지가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이유
를 이해한다.

공예작품을 감
성
만들어본다.
적
- 한지를 우리 생활 체
속에서 어떻게 활 험
용할 수 있을지 생
용한

각해 보고 창의적
으로 설계해 본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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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Tip!

<읽기 자료>를 통해 한지의 기원과 한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영상 자료> 우리의 한지 세계를 가다
도입  한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 20 분)  삼국시대에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고려시대 한지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조선시대 한지와 고려시대의 한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학생 활동지
https://www.hanjim
useum.co.kr/
https://www.youtub
e.com/watch?v=6gjR
cyVTK5g

전개 CD
( 45 분) 한지의 화학적 성질을 측정해 보자.
 일정량이 한지, 일반복사지, 색종이, 키친타월등을 준비하고 일정량의
물에 같은 크기의 서로 다른 종이를 넣어 으깬다. 산과 염기를 알아보는
다양한 지식약을 활용하여 각 종이를 으낀 용액의 액성을 측정해 보자.

학생 활동지
-한지의 물리적 특징
https://www.youtub
e.com/watch?v=XF1
YuU9SXQw

 지시약에 따른 각 종이의 색깔의 변화를 기록해 보자.
한지

일반복사지

색종이

키친타월

BTB용액
메틸오렌지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리트머스 종이
 지시약의 색의 변화를 통해 한지와 다른 종이의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
해 보자.
 실험을 통해 한지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CD

한지의 제조공정을 이해하고, 데쿠파주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양의 학생 활동지
http://happycraftate
한지 공예작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가 원하는 한지 데쿠파주 작품을 설계해 보자.
lier.blogspot.com/20
정리  다양한 한지를 이용하여 나만의 데쿠파주 공예품을 만들어보자.
12/11/blog-post_5.h
( 35 분)  한지로 만든 공예품의 장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고, 작품
tml
활동을 통해 느낀점을 기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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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과학, 수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 2-3 학년
8과06-03] 지레의 원리를 알고, 일
의 도구를 통하여 힘의 이득을
표현할 수 있다.
[8과06-02] 일을 할 때 어떤 도구가
필요한 지 풍속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
수학:
미술:
기술:

[8과08-03] 열팽창의 원리를 적용

일과 에너지
삼각형의 닮음(7 학년)
전통 문화의 감상
제조 기술,
에너지와 동력(8 학년)

하여 철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
다.
[8기가4-03]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대장간을 통해 도구 제작을 체험
할 수 있다.
[7수-03]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하
여 지레의 원리를 표현할 수 있
다.
[8역-03] 대장간에 관한 사적이나
유물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제(단원)명 일과 에너지

학습목표

연계과목
S
T
STEAM
E
요소
A
M

차시

9-12 시/12 차시

 조선시대 풍속화 속에서 대장간에서 일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대장간의 역사와
만드는 도구, 진화된 현대의 대장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풍속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보고, 지레의 원리와 일
의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원화성의 건립에 사용된 ‘거중기’ 만들기를 통해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구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연계과목
과학, 미술, 기술, 수학, 역사
체험, 감상, 탐구, 토론, 추론
성취기준 영역
※ 지레의 원리, 일의 원리
※ 거중기 만들기(도구의 제작 체험)
※ 도구의 제작과정 익히기
※ 대장간에 관한 그림을 감상하고 사용처를 가늠하기
※ 삼각형의 닮음
조선시대 그림을 통하여 과학적 요소들을 찾아보고, 조상들의 전통과학 속에 담긴
우수함과 소중함을 느낀다. 김홍도, 김득신의 <대장간> 그림 속 사실들을 바탕으로

개발 의도

전통 대장간에서 제작되는 도구를 통해 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ㅈ전통
대장간을 찾아 체험해 보고 화로 속에서 순수한 철을 제련 과정에서 산화 환원의
우 리
 를 발견할 수 있으며 거중기 체험을 통해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구가 효율
적으로 사용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사용됨을 느끼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25 -

학생들에게 조선시대 대장간에 관한 그림을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을 방문하여 관찰하게 하고
그 속에서 철의 제련과정을 통하여 산화 환원의 원리를 알게 한다. 또한 전통 대장간을 방문하
여 단조와 주조작업의 경험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을 배우고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구 속에 지레의 원리, 일의 원리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구들로 이루어진

<거중기>를 제작해봄으로써 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였음을

느끼고 더 나아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수원화성에 있는 조선시대 거중기를 직접 찾아 체험한다
면 매우 뜻깊은 활동이 되리라 생각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 <대장간> 그림 속 내용에서

-김홍도의<대장간>
,<행려풍속도병>
김득신의

<대장간>

풍속화를

본

적이

창

사용하는 도구와 만들어진
도구를 알아보기

상
의
STEAM
- 삼각형 닮음을 이용하여 지
황 있는 가?
학습준
적
레에서 일의 원리 추론하
제 -중앙 박물관, 간송
거
시 미술관, 지방 박물 설
기
계
- 철의 제련과정에서 산화환원
관에서 대장간의 모
의 원리를 이해하기
습을 그린 풍속화를

-대장간의 모습을 그
려보고 현대식 대

감
장간과의 차이저 성
을 토론
적
-보은 대장간에서 대 체
험
장간 체험하기
- 거중기 만들기

찾아보자.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Co

<읽기 자료>를 통해 대장간의 도구, 도구제작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도입
( 10 분)

<동영상 자료-유튜브> 를 감상한다.

Tip!

학생

 대장간의 모습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설명해 보자.

활동

지

 대장간의 도구 제작 과정을 설명해 보자.
 도구에 지레의 원리(일의 원리)가 숨어 알아본다.
 전통대장간과 현대대장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Co

학생

풍속도 관찰 및 시청하기.

활동

지

 단원 김홍도의 대장간도 및 행려풍속도병, 김득신의 대장간도 감상하기
-모둠

별

로 학생을

전개
( 45 분)

구성하고
학습지를
배부한다
-준비된
사료를 제
▶ 18C 김득신, 대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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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작

 풍속도에

나타난 모습 토론하기

 전통 대장간의 모습에서 구조와 시설에 대해 토의하기

<대장간의 모습>
대장간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는 망치, 집게, 그리고 숫돌 등이 있다. 대장간은 이상 풀무를
갖추고 있다. 풀무는 손이나 발로 작동되며 바람을 넣어 온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구이다. 풀무의 환기구멍은 굴뚝과 연결을 시켜야

가가 표현

하므로 대장간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 풀무 바로 앞에 달군 쇠를

하고자 한

놓고 두드릴 수 있는 모루가 놓여있다. 모루의 주변에는 원하는 연장을 바로

것을 토론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걸이에 크기가 작은 여러 가지 연장들이

하게 한다.

걸려있으며, 걸지 못하는 망치들은 그 아래에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다.
열처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커다란 통에 물을 가득 담아 모루의 옆에
놓아두고 모루에서 단조작업

이 끝난 뒤 바로 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위 집게, 짝기집게

각 집게, 채집게, 날정, 방울 집게, 부집게,

베목 집게, 풀무 납작 집게, 벼림망치, 모루정, 벙어리집게, 대갈마치, 부삽,
베복 집게, 화덕, 메(앞메,옆메), 숫돌이 보인다.
CD

<읽기 및 인턴넷 자료>를 통해 대장간에서 도구를 만드는 과정 알아보자.
 철의 제련 –읽기 자료 참조
-과학적 원리-

전개
( 45 분)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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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부

-철광석의 제련: 제철소의 용광로에서는 철광석이 산소를 잃고 철로 환원된다.
-코크스의 산화 반응 2C + O2 → 2CO
-철광석과 이산화탄소의 산화환원반응 Fe2O3 + 3CO → 2Fe +3CO2
철의 제련과정(단조-주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철을 달군 뒤 망치로 두드려 쇠를
불리어 그릇을 만들려면 선철(銑鐵);
生鐵)을 초강법(炒鋼法)으로 숙철(熟鐵
; 鍊鐵)을 만들어 사용한다. 먼저 불에
달구어 쇠망치로 두드려 불릴 때의 받
침대로서 쇠모루를 주조한다.
솥과 같이 용광로에서 선철을 녹여 거
푸집에다 쇳물을 부어서 굳히는 공정
을 주조鑄造)라 하고, 그 제품을 주물
이라 한다. 철을 주조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만들기, 쇳물 용해, 쇳물 붓기,
표면 다듬기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야
한다.
전개
( 35 분)

▶대장간에서 제작한 도구로 지레의
원리 일의 원리를 이해하기
-지레 :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도구로 지렛대와 받침대로 구성,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함.
-지레의 원리: 위 그림에서

b × w =a × f가 a 될 때 지레는 평형을 유지한

다. a>b 일때 f<w로 힘이 적게 된다.
-일의 원리 : 도구의 무게나 마찰을 무시할 때, 도구를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 한 일의 양은 같다. 즉, 사람이 지레에 한일 = 지레가 물체에 한일,
f×s=w×h

▶수학에서 일의 원리 증명하기 -△의 닮음 조건
(가) △AOC 와 △BOD는 Θ를 공유각이고, 다른 각은 직각으로 같으므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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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각이 같다(즉,△의 세 각의 합은 180 〫로 모두 같다. 따라서 두 삼각형은 닮음
이다.

△AOC  △BOD, 닮음인 두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두 선분의 비가 항상

같으므로 AC : DB = OC : OD 이다.

전개
( 35 분)

(나) 삼각형 △ACO와 △DBO에서 Θ1과 Θ2는 엇각으로 서로 같고, 다른 각은 직
각으로 같으므로 결국 세 각이 같다(즉,△의 세 각의 합은 180 〫로 모두 같다. 따
라서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 △ACO  △DBO, 닮음인 두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두 선분의 비가 항상 같으므로 AC : DB = CO : DO 이다.
CD

<대장간>에 관한 자료를 보고 대장간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동영상 자료> 대장간(-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을 감상하자.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콘텐츠닷컴-회화-풍속화로 보는 민속생활-삶의유형-서민-장인-대장간1,2(김
득신, 김홍도 대장간 풍속화 및 설명)
☞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
HE&search_div_id=CP_THE006&cp_code=cp0235&index_id=cp02351027&co
ntent_id=cp023500040001&search_left_menu=1
☞
전개
( 35 분)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
HE&search_div_id=CP_THE006&cp_code=cp0235&index_id=cp02350004&co
ntent_id=cp023500040002&search_left_menu=1
 전통 대장간으로부터 진화된 현대 대장간의 모습을 비교하여 토의할 수 있다.

**풀무질 체험- 대장간에서 불을 피우기 위
해 화덕에 바람을 주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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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

활동

☞
전
통
대
장
간
의
겉
과
속
▲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2019. 7.13. 한정호 연구원과 방문하여
대장장이가 직접 제작한 호미를 구입함.)
ET

정약용의 거중기 모형을 만들어 실제 만들어진 거중기와 비교하기
 우리 조상들의 자연과 하나되는 미적인 감각과 우수한 과학성을 바탕으로 한

정리
( 10 분)

학생활동지

거중기를 보자.
*준비물 – 거중기 조립세트(구룡과학사 제공), 홈드라이버. 사포, 드라이버 2개,
칼, 본드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S
S

T
T

E
E

A
A

M
M

1차시/10차시
1
1차시
차시/10
/10차시
차시

차시

1 차시

간송 12 컬렉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관련 동영상
출처: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
me=vod&stype=vod&program_code=T2013-0571&prog
ram_id=PS-2019113428-01-000&section_code=05&bro
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
n_sub_code=08

1. 간송 컬렉션 12 의 작품 이름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청자 모자원숭이 연적, 청자 오리모양 연적, 청자 매병, 야묘도추, 미인도, 마상청행, 명선
훈민정음 해례본,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삼정첩, 촉잔도권, 풍악 내산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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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원 신윤복 <월하정인> 그림 감상하기

S
S

T
T

E
E

A
A

M
M

2차시/10차시
2
2차시
차시/10
/10차시
차시

차시

2 차시

[ 주제 ] 혜원전신첩 중 <월하정인> 내용 살펴보고 따라 그리기
1. 그림을 감상하며 해석 및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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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하정인> 밑그림을 그린 후, 채색하여 완성하기

https://brunch.co.kr/@leedaehyun/304
1) <월하정인> 그림위에 화선지 올려놓기(먹지를 이용한 먹선 그리기도 가능)
2) 유성펜을 이용하여 <월하정인> 외곽선 따라 그리기
3) 수채화 물감 이용하여 채색하기
4) 액자 만들기 – 흰 도화지 위에 그림 올려놓고, 검은색 도화지로 사각틀 만들기
5) <월하정인> 전시회 열기
*준비물 - 월하정인 칼라 프린트, 유성펜, 수채화 그리기 세트, 흰색 도화지, 검은색 도화지, 화선지
또는 먹지 등

S
S

T
T

E
E

A
A

M
M

4차시/10차시
4
4차시
차시/10
/10차시
차시

차시

3 차시

제목: 두 주인공의 데이트 날짜와 시각은 언제일까요?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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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w-w
HFHyIU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oid=052&aid=000036
1554&sid1=001

1. 그림 속 남녀 데이트 시각은 언제일까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과학적 요소들을 찾아 보세요.

2. 스텔라리움 프로그램 이용하여 두 여인의 데이트 시각 찾기
1)스텔라리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2)스텔라리움 실행 후, 홈화면 살펴보기
3)검색(F3) 창 열기 MOON(달) 검색어 입력 후 엔터
4)날짜 및 시간(F5) 창을 열고, 1793 년 8 월 21 일 입
력 후 엔터
5)우측 상단 접안렌트 아이콘 선택
6)하단 메뉴바에서 시간 증감 클릭하여 23:30 으로 설
정하기
7)시간 증감 버튼을 클릭하여 월식이 시작하는 시각
(22:00)과
끝나는 시각(00:42) 찾아보기
*과제제시 예시용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YqHoef_Z9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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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T
T

E
E

A
A

M
M

4차시/12차시
4
4차시
차시/12
/12차시
차시

차시

4 차시

제목: 조선시대 풍속화 속 사용된 도구 찾아보고, 궁궐속

과학적 요소 탐구하기

1. 다음 그림을 관찰하고 사용된 도구 이름을 쓰세요.

대장간

길쌈

논갈이

빨래터

짚신짜기

돌깨기

우물가

바느질

작두질

행상

천렵

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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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 궁궐 속의 과학적 요소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으로 조사하기
관련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WZsbsC
K1HS0

크고 무거운 지붕을 어떻게 적은 수의 기둥으로
떠받칠 수 있을까?

돈화문

가운데 교각 하나로 어떻게 무거운 돌판의
무게를 견디면서 안정하게 다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치형 돌다리

임금과 많은 신하들이 주요한 행사를 하던 곳에
서 어떻게 조용하고 그리고 임금의 말씀이 잘 전
달되도록 할까?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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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처마끝이 살짝 올려 곡선지게 만들었
다. 그러나 그림처럼 일직선으로 보인다. 왜 그
럴까?

B
A

거울면

월대의 화강암들이 거울처럼 반듯하고 반사가 잘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비가 올 때,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할까?

3. 빗물 기울기를 고려한 간이 궁궐 월대(박석) 만들기
준비물 – 점토판, 점토, 자, 알루미늄 호일, 삼각자 등
1) 점토판의 위쪽과 아래쪽의 두께 차이가 나도록 점토를 펼쳐서 고정한다
2) 알루미늄 호일을 약 10cm*10cm 크기로 잘라 구긴 후, 사각 납작 모양을 여러 개 만든다.
3) 알루미늄 호일을 박석이라 생각하고, 빗물의 흐름을 생각하며 점토에 붙인다.
-장대비,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이 빠르게 흘러가면 순식간에 물이 고여 넘칠 수 있다. 빗물
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 37 -

S
S

T
T

E
E

A
A

M
M

5-6차시/12차시
5-6
5-6차시
차시/12
/12차시
차시

차시

5-6 차시

제목: 온돌의 구조와 특징을 통한 전통과학 체험하기
관련 자료
한국의 온돌이 세계를 달군다!
-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산 보일러
- 외국인들은 한국의 온돌을 왜 선호하는걸까?
https://www.youtube.com/watch?v=skT0Hwp
lfMc
https://www.youtube.com/watch?v=pUC0Ba
N1bKY

1. 한국의 보일러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온돌을 선호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왜 온돌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관련 자료

2. 온돌의 구조를 알아보고, 각 구조의 기능과 특징을 서술해 보자.
아궁이부넘기고래개자리꿀뚝자리-

3. 온돌에서 열을 전달하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서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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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4. 온돌에서 다양한 고래의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고래의 모양과 특징을 서술
해 보자.

5. 모둠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고래의 구조를 선택하고 모둘별 온돌의 구조를 설계해서 제
작할 온돌을 설계해 보자.
<모둠별 고래의 설계도 그리기>

<자기 모둠의 온돌의 특징을 적어보자.>

6. 모둠별 설계한 온돌을 기준으로 자신만의 온돌을 만들어보고, 온돌 제작을 통해 느낀 조상
들의 전통과학에 대한 지혜와 체험의 소감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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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T
T

E
E

A
A

M
M

7-8차시/12차시
7-8
7-8차시
차시/12
/12차시
차시

차시

7-8 차시

제목: 한지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찾자.
읽기자료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는 목판본 불경이 한지에 찍혀 있는 상태로 발견되
었는데 그 종이의 나이가 무려 1,300년을 넘긴 것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종이 기술로 만든 요즘의 책들도 50~100여년 정도의 세월에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면 한지
의 우수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략>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인 국보 126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과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의 수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손으로 이루지 못하고 일본
교토박물관 내 국보수리소 망묵광당(罔 墨 光 堂)의 전문 표구사들에 의해 복원ㆍ수리되어 현재 각
각 국립박물관과 호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당시 우리의 문화재 수리와 종이 복원 기술이 뒤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1. <읽기자료>를 통해 한지의 역사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한지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해 보자.

2. 지시약을 이용하여 한지와 일반적인 종이와의 화학적 성질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에 대한 결과를 기록해 보자.
한지

일반복사지

색종이

키친타월

BTB용액
메틸오렌지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리트머스 종이

3. 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4. 위의 실험결괄 바탕으로 천년이 지나도 한지가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5. 다양한 모양의 한지를 관찰하고, 가장 맘에 드는 한지를 선택해 보자. 한지와 다양한 종이
들을 비교해 보고, 한지가 갖는 특징을 서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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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지공예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한지 데쿠파주 종이를 선택하고 모양이 없는 보
석함을 한지를 통해 꾸며보도록 하자.

7. 한지공예 작품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된 한지의 중요성과 과학적 원리를 적어보고, 작품활동에
대한 소감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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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2 차시/10
<혜원 신윤복, 혜원전신첩 중 월하정인도月下情人圖, 조선
19세기 초반, 종이에 채색, 28.2×35.2㎝, 간송미술관, 국
보 제135호>
조각달이 낮게 뜬 밤 한껏 차려 입은 남녀가 담 모퉁이에
서 밀회를 한다. 무슨 일일까? 다소곳하게 쓰개치마를 둘
러쓴 여인은 수줍음 반 교태 반 야릇한 정이 볼에 물들었
다. 저고리 깃과 끝동의 보라색이 옥색치마 아리 진자줏빛
신발과 어울리고, 치마와 동색이나 한층 연한 쓰개치마 맵
시가 곱기도 하다. 그윽한 눈길을 건네는 사내는 오른손에

초롱 들고 왼손으로 허리춤을 뒤적인다. 애틋한 정표라도 전하자는 것일까? 도포자락이 가볍게 흔들리
고 긴 갓끈은 멋들어지게 어걔에 걸쳤는데 마음은 여인 곁에서 떨어지지 못하건만 발끝은 하릴없이 갈
길을 향하고 있다.
내노라하는 장안의 한량인 사내의 가죽신은 코와 뒤축에 따로 옥색을 댄 호사스런 것이다. 한편 여인
은 치마를 묶어 올려 하얀 속곳이 오이씨 같은 버선 위로 드러났다. 함께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마음
만은 님의 품 안에 있다. 달빛이 몽롱해지면서 두 사람의 연정도 어스름하게 녹아든다. 배경이 뽀얗게
눅여져 있으니 섬세한 필선과 화사한 채색으로 그려진 두 연인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신윤복은 이 정황을 풍류 넘치는 흐드러진 필치로 이렇게 적었다.

"달도 기운 야삼경

月沈沈夜三更

두 사람 속은 두 사람만 알지 兩人心事兩人知"
화제도 기막히지만 글씨 주위와 옆 건물 벽을 반쯤 여백으로 녹여낸 솜씨가 쏠쏠하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옛말에 '늙어 기첩을 두면 반드시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
다.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제의 시구가 들어 있는 한시를 지은 인물은 임진왜란 때 정
승을 지낸 김명원이다. 김명원은 젊었을 때 사랑하던 기생이 권문세가의 첩이 되었는데, 그녀를 잊지
못하여 그 집의 담을 넘다가 주인에게 붙잡혀 크게 경을 치게 된 적이 있었다고 전한다.

화제가 들어 있는 김명원의 한시 전문을 한번 보자.
"창 밖은 야삼경 보슬비 내리는데 窓外三更細雨時
두 사람 속은 두 사람만 알리라 兩人心事兩人知
나눈 정 미흡해서 날 먼저 새려 하니 歡情未洽天將曉
나삼 자락 부여잡고 뒷기약만 묻네 更把羅衫問後期“
자료출처

출처 -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2009, 월간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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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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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천안홍대용과학관 시뮬레이션 천문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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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10

저 크고 무거운 지붕을 어떻게 견딜까?
궁궐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건물의 지붕은 기와로 이루어져 있다. 기와 자체도 아주 무거울 뿐 아니라
기와를 앉히기 위해 사용하는 서까래와 흙의 무게를 합하면 지붕의 전체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진다. 그런
데 이러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은 오직 나무뿐이다.
돈화문의 지붕을 쳐다보면 크기도 무척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처마가 기둥이 서있는 곳으로부터
길게 나와있다. 또, 기둥과 지붕을 연결할 때 못이나 접작체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 지붕에 비해 연약해
보이는 기둥이 어떻게 저렇게 크고 무거운 지붕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기둥과 지붕이 연결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자. 기둥과 지붕 사이에
여러 가지 부재들을 짜맞춰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공포(栱包)’라고 한다.
크고 무거운 지붕을 적은 수의 기둥으로 떠받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공포
구조에 있다. 아래 그림을 보고 공포 구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을
생각해보자.

돈화문 2층에서 본 공포 구조.
알록달록 단청 무늬가 예쁘다.

(가) 공포구조 없이 기둥이 지붕을 받칠 때

(나) 기둥과 지붕 사이에 공포 구조가 있을 때

다리는 왜 모두 아치형?
금천교는 제법 폭이 넓은 다리이면서, 돌로 만든 구조물이다. 비록 다리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더
라도 꽤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이 무게를 지탱하는 교각은 오직 가운데 하나뿐이다. 어떻게 무거운
돌판의 무게를 견디면서 안정하게 다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치(arch)형 다리 구조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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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압축)

①

장력(늘어남)
상판이 받는 힘을 표시
함
그림에서처럼 인장력이 발생하여 다리 상판이
휘어지기 쉽다. 상단에 무게가 많이 실리면
인장력이 더 크게 생겨서 더 쉽게 휘어진다.

②

③

①번이 받는 힘만 표시함
아치형 구조의 경우 상판 조각 양 옆에서 떠
받치는 힘 때문에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한
다. 상단에 무게가 많이 실리더라도 양 옆에
서 떠받치는 힘도 커지므로 안정하다.

처마에서 길이와 각은 무척 중요하다. 적당한 길이와 각에 의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처
마가 너무 짧거나 길면 비나 눈으로부터 벽을 보호할 수 없거나 건물 안으로 드는 햇볕을 막는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건물의 처마만이 갖는 아름다움의 비밀은
처마 끝이 하늘을 향하여 경쾌하게 살짝 들려있다는
점이다. 직선 처마가 만들기는 쉬울텐데 굳이 처마 끝
을 곡선지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정전을 멀리 인정
문에서 바라볼 때는 처마 모양이 위로 올라간 곡선으
로 보이지만, 어쩐지 가까이서 보면 처마가 평평해 보
인다. 이것은 가까이서 먼 것을 바라보면 내 쪽으로 휘
어지는 듯한 사람의 착시 현상 때문이다. 만일 지붕 처
마가 원래 일직선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멀리서보면
일직선으로 보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지붕 양끝이 안
으로 휘어져 보여서 불안정하게 느껴질 것이다. 일본과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전통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지
만, 처마끝을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법이다. 처마가 평평한 중국의 자금성을 가까이서
보면 안으로 엎어질 듯 불안해 보이지만, 인정전은 가까이서 봐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멀리서
봐도 아름답고 가까이서 봐도 안정적인 우리 선조의 멋과 지혜가 느껴진다. 착시현상!

인정전 안에 들어서면 어쩐지 주변이 환하다.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서 그런가? 꼼꼼이 들여다보니
인정전이 놓여 있는 바닥이 월대라고 부르는 허연 화강암 받침대 위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회랑으
로 둘러 쌓인 인정전의 마당 바닥은 온통 평평하고 하얀 돌판으로 깔려있다. 그로 인해 인정전 마당
에 들어서면 주변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었다. 해가 화창한 날에는 더욱 눈부시게 환해진다.
모든 궁궐의 배치가 그렇듯이 인정전은 남쪽을 향해있다. 따라서 해가 오래도록 비친다. 인정전 마
당 바닥에 깔린 평평한 돌판과 월대 돌판이 이 햇살을 받으면서 빛을 반사한다. 바닥 돌판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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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보면 매끄럽지 않고 약간 거칠다. 기술이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만약 바닥면에 거울이
나 금속 표면과 같이 매끄럽다면 바닥에 닿은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하여 해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눈이 부실 것이다. 그러나 바닥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빛은 울퉁불퉁한 각각의 방향으로 반사하므로
모든 방향에서 골고루 빛이 퍼져나가 모든 방향에서도 잘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난반사라고
한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체 표면은 확대해보면 인정전 바닥과 같이 울퉁불퉁하여서 빛을 난반
사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방향에서 그 물체를 볼 수 있다.

☺

<최소시간의 원리>

빛은 직진하다가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한다. 이 때 빛의

B

움직이는 경로는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길을 따라 움직
이는 것이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이며 이를 최소시간의 원리
A
라고 한다. 빛의 속도는 일정하므로 결국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는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다. 다음 그림에서
빛이 A점을 출발하여 거울에 반사한 후 B점으로 갈 때 어
느 경로를 따라가야 ‘최소시간의 원리’를 만족시킬까?

거울면

엘지 사이언스 랜드
근정전 앞마당의 배수시스템은 뒤쪽(북쪽)을 앞쪽 (남쪽) 보다
70센티미터 정도 높여 자연스럽게 흐르는 기울기에 있다. 근정전 동쪼과 서쪽 회랑이 3단으로 올라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행랑위의 지붕이 북쪽으로 갈 수록 일정하게 높아지고 있다. 북쪽으로 갈수록
지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근정전 박석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것도 수평이 아니라 뒤쪽이 약간 올라간
때문이기도 하다. 박석의 불규칙적인 배열은 폭우시 물의 흐름을 길게 하여 순식간에 물이 불어 넘쳐
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예방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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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높이와 기둥의 길이를 이용하여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근정전 월대가 편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던 장소이다. 문무백관들이 품계석 앞에 줄지어 서있고 임금님이 말씀
하시면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옛날에는 확성기도 없었을텐데 어떻게 이 넓은 곳에서 행
사를 할 수 있었을까? 또, 인정전에 들어서면 왠지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실내에 들어온 듯한 엄숙함
이 느껴진다. 왜 그럴까?
이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 인정전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인정전 주위는 지붕 달린 벽이 삼면을
막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행각’으로 법전과 외부를 구분하는 벽의 기능과 통로의 기능을 했으며, 지
붕을 얹고 통풍구도 뚫어서 필요할 때면 간이 칸막이를 쳐서 다용도 공간으로도 활용하였다.
인정전 마당 삼면을 둘러싼 행각은 일종
의 방음벽 역할을 한다. 외부에서 소음이 인
정전 안으로 전달되려면 회랑을 넘어야한다.
회랑은 또한 반사벽 역할을 한다. 인정전
안에서 발생한 소리는 주변으로 퍼져나가다
가 회랑벽에 부딛혀 반사하여 다시 마당 안
으로 들어온다.

자료출처

서울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과학탐방, 엘지 사이언스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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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10

1. 외국인들이 온돌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 자료
“방안에서 신발 벗고, 겨울에도 반팔! 온돌 난방으로 이젠 세계가 후끈!” (뉴스레이터 2018.02.09.)
한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집안을 활보하니, 다른 나라 누군가의 눈엔 이 광경이 너무나
놀라운 것. 바로 구들장 온돌 덕분이다. 물론 단순히 신기해서 부러운 것만은 아니다. 보다 과학적
인 이유가 있다. 바닥을 데우는 한국 고유의 온돌 시스템이 공기를 데우는 에어컨디셔닝 시스템보
다 최대 39%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라디에이터와 달리 보일러 기계는 실내에
설치되지 않아 인테리어나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으로 재조명받으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온돌. 해외에서는
그 인기를 실감케 하는, ‘온돌 한류’라는 말도 등장했다.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된 2008년 즈음부터
한국식 온돌이 주변 국가뿐 아니라 유럽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뉴욕주 이
타카의 에코빌리지가 친환경적인 온돌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미국시장에서 온돌시스템은
연 20%가 성장했다. 다른 서유럽들도 신축건물의 50%에 ‘복사냉난방’이라는 새이름을 붙여가며 온
돌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이다. 이뿐일까. 7500㎡ 규모의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바닥에도,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박물관에도 온돌이 채택됐다. 북유럽에서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항공기 격납고, 소
아병원, 실내 경기장에까지 도입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출처: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18797952

2. 한국식 온돌 세계 표준된다. 각국의 난방 방법과 온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관련 자료
‘한국식 온돌’ 세계표준 된다
유럽 신축 주택 절반 온돌 … 미국 시장 연 20% 급성장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몸 좀 지졌으면 좋겠는데….”
감기몸살 기가 있는 권남경 씨는 이번 주말 내내 방에서 뒹굴 생각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찜
질방이라도 갈 작정이다. 우리는 몸 상태가 나쁘면 온돌에서 몸을 한 번 지지고 나면 개운해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 바닥을 데우는 한국식 온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온돌의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온돌은 난방 시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쾌적함 이외에 에너지 절약, 혈액순환 촉진 및 신진대사
활성화 등에도 좋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50% 이상의 신
축 주택에 온돌이 설치되고 있으며, 미국 내 온돌시장도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중국과 일
본 등지에서도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또한 온돌 바닥을 설치하는 난방이 각광받고
있다. 심지어 온돌난방시스템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접목시켜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난
방·냉방 장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 벽난로·온풍장치보다 쾌적
우리 민족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의 장점이 뭘까? 온돌 전문가인 부경대 김종수(기계공학부) 교
수는 한 지방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돌은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온
돌은 벽난로 등 대류 난방 방식에 견줄 때 상하의 온도 차이가 적어 실내 거주자가 보다 더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양의 벽난로는 낭만적이며 멋이 있다. 그러나 대류난방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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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로 올라가게 하고 바닥에 찬 기운이 모여든다. 인체의 쾌적성 원리와 정반대이다. 특히 온풍장
치는 먼지 등을 날려 호흡기 등 위생에도 좋지 않다. 그러나 온돌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민
족의 건강철학인 두한족열(頭寒足熱,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한다)의 원리를 생활 속에 재
현한 것이다.
-출처: 더 사이언스 타임(2018.03.14.)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D%95%9C%EA%B5%AD%EC%8B%9D-%EC%98%A8
%EB%8F%8C-%EC%84%B8%EA%B3%84%ED%91%9C%EC%A4%80-%EB%90%9C%EB%8B%A4
3. 온돌의 과학적 원리

관련 자료

온돌의 원리는 열의 전도를 이용한 복사 난방 방식의 일종입니다. 방고래를 통해 화기를 보내 달
궈진 구들이 방출한 열로 난방을 하는 것인데요.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그 화기 가 방 밑을 지나
방바닥 전체를 덥게 하는 난방장치입니다. 달궈진 돌이 방출하는 열로 난방하는 것인데 전 도, 복
사, 대류를 모두 이용합니다. 습기도 차지 않으며 화재에도 안전합니다. 온돌이 오래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사용되는 돌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사용하던 백운모는 열 이나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절연체라고 합니다. 백운모로 만든 구들장이 아래의 뜨거운 열기를 한꺼번에 방 안으
로 내뱉지 않게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뜨거운 아랫목은 윗목보다 더 두꺼운 돌을 쓰고 진흙도
두껍 게 바릅니다. 그렇게 하면 구들장이 열을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윗목은 빨리 뜨거워
지도록 얇게 만 들지요. 방이 식을 때는 아랫목의 구들장에 저장되었던 열이 방출되면서 대류 효과
로 윗목도 쉽게 식지 않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온돌의 문제점은 아궁이나 굴뚝으로 열이 빠져나가
열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궁이에서 밥을 짓고 요리를 했던 것이죠. 빠져 나가는 열을
요리에 활용한 것입니다.
- 출처: LG 사이언런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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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돌 제작하기

관련 자료

- 출처: 2014 전주교대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 –한국의 집<다양한 고래 모형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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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8/10

1. 1300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과학, 한지
관련 자료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는 목판본 불경이 한지에 찍혀 있는 상태로 발견되
었는데 그 종이의 나이가 무려 1,300년을 넘긴 것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종이 기술로 만든 요즘의 책들도 50~100여년 정도의 세월에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면 한지
의 우수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소중한 우리의 자랑인 한지, 그 속에는 어떤 과학적 비
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함께 들어갈 볼까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한지
종이의 기원에 대하여는 기원전 2세기경 식물성 섬유를 물에 풀어 발로 떠내는 원리를 알게 된 후
105년 중국의‘채륜’이라는 사람이 이를 개량하여 보급시켰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
조들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온 종이 만드는 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량하고 개발하여 우리나라 고
유의 종이인 한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삼국시대에 신라의 종이는 섬유질이 고르며 희고 질겼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높은 인기가 있
었다고 합니다. 그 후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고급지가 제작되었고 한지의 우수성이 중국에까지 알려
질 정도였습니다. 특히 고려후기에는 종이 만드는 기술의 번성으로 인쇄기술까지 발달하게 되었습니
다. 고려 종이의 명성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한지가 중국과의 외교에 필수품으로 여겨졌고 중국 역
대 왕들의 전적을 기록하는 데에 고려 종이만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 등 우리 조상의 한지 과
학이야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 고유의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종이 만드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용도별로 다양한 한지가 생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는 마지라 하여 삼베나 모시 같은 섬유질을 갈아서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 닥
나무로 닥종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닥종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고합니다. 이와 같이 한지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온 소중한 우리의 친구이자 자산이랍니다.
그러면 한지가 어떠한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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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의 우수성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의 인피섬유는 길이가 보통 20~30㎜이상이며, 긴 것은 60~70㎜까지 있습니
다. 그런데 서양 종이인 양지의 원료인 목재펄프의 섬유의 길이는 침엽수가 2.5~4.6㎜, 활엽수가
0.7~1.6㎜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인피섬유는 목재펄프에 비해 섬유의 결합이 강하고 질기
며, 조직의 강도가 뛰어나 훌륭한 종이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지가 천년의 세월을 지내 올 수 있었던 것은 화학반응을 쉽게 하지 않는 중성지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지나 교과서가 세월이 흐르면 누렇게 변색되는 이유는 사용된 펄
프지가 산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양지는 PH 4.0 이하의 산성지로서 수명이 고작 50~100년 정도면
누렇게 황화현상을 일으키며 삭아버리는 데 비해, 한지는 PH 9.0 이상의 중성지로서 세월이 지날수
록 결이 고와지고 수명이 오래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지의 질을 향상시킨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바로 식물성 풀입니다.

식물성 풀과 도침 기술
한지는 섬유질을 균등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독특한 식물성 풀인 닥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닥
풀은 섬유가 빨리 가라앉지 않고 물속에 고루 퍼지게 하여 종이를 뜰 때 섬유의 접착이 잘 되도록
하며, 얇은 종이를 만드는 데 유리하고 겹쳐진 젖은 종이를 쉽게 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지의 질을 더 높인 조상들의 비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지 제조의 마무리 공정으로 종이 표
면이 치밀해지고 광택이 나도록 하기 위해 풀칠한 종이를 여러 장씩 겹쳐 놓고 디딜방아 모양의 기
구로 골고루 내리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할머니들께서 무명옷에 쌀풀을 먹여 다듬이질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기술을‘도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세계 최초로 고안해 낸 종이의 표면 가공 기술입니다.
우리 민족의 삶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생활 속의 한지, 그 속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을까요? 생활 속에 사용된 한지의 과학성을 찾아 다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요?

한지의 과학성을 찾아서
시골에 가면 방문에 창호지를 붙여놓고 방바닥에 한지장판을 깔고 한지로 벽을 발라놓은 집을 아
직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문과 창문은 대부분이 유리로 되어있지만 옛날 선조들이
사용하던 문에는 유리 대신 창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호지는 유리문 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적
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문은 문을 열어야만 환기를 시킬 수 있지만 창호지는 눈으로 구별
하기 힘든 미세한 구멍이 있어 방문이나 창문에 발라두면 통풍이 잘 돼 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가
잘되며, 습기를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습도까지 자연적으로 조절해 주는 매우 훌륭한‘천연의 공기
청정기’역할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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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겨울철에는 강한 찬바람을 막아 방안의 따뜻함을 잘 유지해 주고 햇빛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적당히 조절해 주므로 따로 커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살아서 숨을 쉬는 창호지가
자연에 잘 순응하는 것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지장판은 비닐장판에 비해 잘 찢어지지 않고 환경 친화적이며, 열을 잘 전달시키면서도 열에 강
하여 온돌 생활을 해온 우리 생활과 호흡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두껍게 만든 한지로
장판을 깔고 그 위에‘치자’로 색을 냈으며 콩기름이나 들기름을 문질러 종이가 피지 않도록 하였습
니다. 치자는 다른 염료보다 물, 빛, 열에 의한 변색과 탈색정도가 작아 요즘 사용하고 있는 장판보
다 기능이 우수하였던 것입니다.
한지는 이외에도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예로 약탕
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 중 한약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별
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약을 먹는다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
서 될 수 있으면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나 또한 어릴 적 어머니께서 옹기로 만든 약탕기
로 정성껏 달여 주신 한약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한약방에서 기계로 달이는 한약에서는 어릴 적 먹었던 한약 맛이 전혀 나질 않는 것 같습니
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께서는 항상 한지로 약탕기의 뚜껑을 만들어 약을 달이셨
던 것 같습니다.
한지로 약탕기의 뚜껑을 하면 다른 종이 뚜껑에 비해 흡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하며, 미세한 구멍이
많아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수분 증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약탕기 안의 약이 끓어도 넘치지를 않
습니다. 또한, 탄성이 좋고 강도가 높아 수증기에 의해 잘 찢어지지도 않으며, 다른 종류의 뚜껑을
사용한 한약보다 변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약의 당도가 높고 농축이 잘돼 약 효과가 더
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약을 먹고 낫지 않을 병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닮은 강인한 생명력, 한지
한지는 우리 민족의 기상처럼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우며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은은한 정감과 소박함
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질감과 빛깔이 고와서 책이나 화구용으로 조상들의 채취를 고스란히 담
아 왔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우리민족과 호흡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우리의 종이인 한지, 이러
한 한지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지는군요.
★경북대학교사범대학교부설고등학교 이찬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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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의 제작 과정

출처: http://tour.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4f72e96b014f8257c5970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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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은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 연계)
1) 혜원 신윤복 <월하정인> 감상하고, 따라 그리기(1~4차시)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1~4

- 혜원 신윤복의 <월하정인>을 감상하며 그림속
이야기를 상상하고, 따라 그리기를 할 수 있다.
- 혜원 신윤복의 <월하정인>을 관찰하고, 스텔라리
상
움 프로그램으로 두 주인공의 데이트 시각을 찾
을 수 있다.
-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고 도구를 알 수 있으며,
궁궐 속 과학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10

평가방법

평가도구

모둠별
토론평가/
- 혜원 신윤복의 <월하정인>을 감상하며, 따라 그 관찰평가/
리기를 할 수 있다.
산출물평가/
중 -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으로 두 주인공의 데이트 시
각을 찾을 수 있다.
-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고 도구를 알 수 있다.
하

자기/동료평가
지(학생용)/
관찰평가지/
학생 활동지

- 혜원 신윤복의 <월하정인>을 감상하며, - 조선시
대 풍속화를 보고 도구를 알 수 있다.

가. 자기/동료평가지(1~4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 혜원 신윤복의 <월하정인>을 감상하며 그림속 이야기를 상
상할 수 있다. 따라 그리기를 할 수 있다.
- 혜원 신윤복의 <월하정인> 따라 그리기를 할 수 있다.
- 혜원 신윤복의 <월하정인>을 관찰하고,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요소를 말할 수 있다.
자기평가

-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으로 두 주인공의 데이트 시각을 찾을
수 있다.
-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고, 그림 속 사용되고 있는 도구를 찾
을 수 있다.
- 조선시대 궁궐 속 과학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궁궐 월대의 역할을 알고 간이 박석을 활용한 월대를 만들
수 있다.

동료평가

- <월하정인> 그림 보고 내용을 떠올리며 토의에 참여한다.
-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트 시각을 찾아갈 수
있다.
- 모둠별 간이 월대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평가 노하우 : <월하정인> 그림 관찰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수 있도록 모둠 분위기 조성에 힘
쓴다. 또한 다양한 추리활동,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데이트 시각을 알고,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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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이 월대 만들기 활동에 의견제
시와 역할 분담에 따른 활동 참여도를 평가한다.

나. 관찰평가지(1~4차시)
지식
-<월하정인> 그림속

태도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과학적
요소 찾기
번호

이름

-천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속 시간 찾아가기
-풍속화 속 도구명과 궁궐속
과학요소에 대하여 이해하
기
상

중

관찰 및 토의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천문 프
로그램 이용과 간이 월
대

만들기에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

창의성을

발휘한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다.

하

상

※ 평가 노하우 :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을 통하여 관찰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단순 선악 판단
이 아닌, 그림속 주인공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통찰력에 비중을 둔다. 몇 가지의 과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연월시를 밝혀낸 천문학자 동영상을 통하여 과학적 요소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학생 활동지를 활용하여 단순 동영상, 그림 감상이 되지 않도록 기록하는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한다. 다양
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학생 개인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2) 한옥에 있는 전통과학- 온돌의 구조와 특징을 통한 전통과학 체험하기(5~6차시)
차시

5~6
/10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 외국인들이 온돌을 선호하게 된 이유를 서양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열의 전달과정을 이해하며
상
온돌의 구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모둠별 독특한 온돌을 설계하고 모둠별 온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모둠별
- 외국에서 온돌을 선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 토론평가/
관찰평가/
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설며할 수 있다.
중 -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열의 전달방식을 산출물평가/
설명할 수 있다.
- 온돌을 설계하고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다.
하

-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열의 전달 방식을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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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자기/동료평가
지(학생용)/
관찰평가지/
학생 활동지

가. 자기/동료평가지(5~6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 해외에서 온돌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 다른 나라들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을 이해 할 수 있다.
- 온돌의 구조를 이해하고 각 구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온돌의 다양한 고래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다.

자기평가

- 온돌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독창성 있는 온돌을 설계하고 열의 전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온돌의 모형을 제작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고래의 구조를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동료평가

-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모둠별 토의를 통해 설계하고 모형을 제작하는데 참여한다.

※ 평가 노하우 : <온돌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자신의 의견과
토의를 거처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온돌을 설계하고 창의적 모형을 제작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나. 관찰평가지(5~6차시)
지식
태도
- 온돌의 구조속에서 과학적 -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요소 찾기
번호

이름

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

- 온돌이 열을 전달하는 방법
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 온돌을 설계하고 창의적으
로 제작하기
상
중

하

적으로 제시함.
- 모둠별 과제에 능동적으로

배움과
성장의 기록

참여하고 과학적 현상을 적
용하는 태도를 보임.
상
중
하

※ 평가 노하우 : 온돌속에 있는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창의적 온돌을 과학적 근거에 맞게 설계하도
록 지도하며, 논리적 설명과 근거를 가진 학생을 평가하도록 한다. 적극적인 태도와 논리적 의견 제시, 문
제해결력을 가진 학생들의 태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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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지속에 숨어 있는 과학의 원리 찾기 (7~8차시)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 한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
- 한지의 화학적 성질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한
상
지가 갖는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
- 자신만의 아름다운 한지를 이용한 공예작품을 완
성할 수 있다.
7~8
/10

모둠별
토론평가/
- 한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
관찰평가/
- 한지의 화학적 성질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정 산출물평가/
중
리 할 수 있다.
- 한지를 이용한 공예작품을 설계할 수 있다.
하

자기/동료평가
지(학생용)/
관찰평가지/
학생 활동지

-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나 실험설계와 공예창작
활동의 완성도가 부족하다.

가. 자기/동료평가지(7~8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 한지의 역사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한지의 특
성을 비교할 수 있다.
- 한지의 화학적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자기평가

- 실험을 통해 한지의 화학적 성질을 알고, 한지의 특성에 대
해서 설명할 수 있다.
- 한지를 활용한 공예작품을 설계할 수 있다.
- 한지를 활용한 공예작품을 완성하고 한지를 활용한 공예품
을 제작할 수 있다.
- 주어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어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동료평가

-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능동적이다.
- 자신만의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한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
예작품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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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나. 관찰평가지(7~8차시)
지식
-한지의 역사와 유래, 제조공
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한지의 화학적 성질을 실험
번호

이름

을 통해 알아보고, 한지의
특성을 이해한다.
-한지를 활용한 창의적인 공
예 작품을 완성한다.
상
중

태도

-실험과 작품활동에 최
선을 다하며 창의적이며

배움과 성장의

능동적으로 모든 수업에

기록

참여한다.

하

상

중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S
S

T
T

E
E

A
A

M
M

9차시/12차시
9
9차시
차시/12
/12차시
차시

차시

5 차시

주제: 풍속도에 나타난 대장간의 모습
1. 대장간의 모습에 관한 동영상 시청-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tLDjhKZm_Y
2. 풍속도 관찰 및 시청하기
 단원 김홍도의 대장간도 및 행려풍속도병, 김득신의 대장간도 감상하기

 풍속도에 나타난 모습 토론하기

- 62 -

하

대장간도

행려풍속도병(길가대장간)

김득신 대장간

 대장간 풍속도에 나타난 세 그림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발견하기
공통점

차이점

▶ 전통 대장간의 모습에서 구조와 시설에 대해 토의하기
대장간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는 망치, 집
게, 그리고 숫돌 등이 있다. 대장간은 하나 이상의 풀무를 갖추고 있다. 풀무는 손이나 발로 작동
되며 바람을 넣어 온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구이다. 풀무의 환기 구멍은 굴뚝과 연
결을 시켜야 하므로 대장간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 풀무 바로 앞에 달군 쇠를 놓고 두
드릴 수 있는 모루가 놓여있다. 모루의 주변에는 원하는 연장을 바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연
장걸이에 크기가 작은 여러 가지 연장들이 걸려있으며, 걸지 못하는 망치들은 그 아래에 벽에 기
대어 세워져 있다. 열처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커다란 통에 물을 가득 담아 모루의 옆에 놓
아두고 모루에서 단조작업이 끝난 뒤 바로 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위 집게, 짝기 집게,
각 집게, 채집게, 날정, 방울 집게, 부집게, 베목 집게, 풀무 납작 집게, 벼림 망치, 모루정, 벙어
리 집게, 대갈마치,부삽, 베복 집게, 화덕, 메(앞메,옆메), 숫돌이 보인다.
☞ 토의 내용▶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대장간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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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T
T

E
E

A
A

M
M

10차시/12차시
10
10차시
차시/12
/12차시
차시

차시

10 차시

[ 주제 ] 전통 대장간(충남 보은의 농경 문화관)을 찾아 대장간에 관한 문화를 체험하기
1. 보은 농경문화관에서 본 대장간의 역사와 준비물
Co

옛날 대장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 김홍도의 대장간 그림을 제시한다.
- 동영상을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Ne-K228k

CD

모둠별로 대장간의 역사와 구조, 준비물에 대한 자료를 찾는다.
- 모둠별로 1대씩의 테블릿을 제공한다.

CD

전통 대장간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현재를 비교한다.

ET

모둠별로 발표하고 공통점을 모은다.

2. 홈페이지 방문 및 체험신청
http://www.tourboeun.go.kr/tour/sub03_02_09.do
가) 기초과정-단조, 주조과정 중 선택하여 신청
나) 전문과정-대장장이 입문 과정, 철공예(원데이클래스- 철을 모티브로 나무 & 종이 등
전통공예와 접목, 일상 생활의 소품 들을 제작함) 체험(기초 과정 이수자가 선택)
3. 농경문화관에서 본 대장간에 관한 전시내용을 요약하고 간단히 도구나 모습을 스케치하기

2. 체험한 주제와 과정을 적고 만든 도구를 스케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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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작업한 체험에서 주의사항은 없나요?

4) 체험한 작품에 대한 궁금증 적어보기
예) 재료를 쇠로만 가지고 만들 수 있나? 청동이나 황동으로는 이런 과정으로 이 도구를 만들
수 없나요?

S
S

T
T

E
E

A
A

M
M

11~12차시/12차시
11~12
11~12차시
차시/12
/12차시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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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1~12 차시

제목: 거중기 만들기 및 실험
관련 자료
☜ 『거중기』

출퍼: 에듀넷

* 수원화성과 거중기 이야기다산 정약용 웹툰 4화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
n?volumeNo=15806592&memberNo=12096182&v
Type=VERTICAL
1. 목표: 정약용이 고안한 기계로 수원화성을 쌓는 데 이용했던 조선시대 기중기인 거중기를 만듦으로
써 (복합)도르래의 원리를 쉽게 알 수 있다.
2. 기중기와 거중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중기(크레인)
재료

철 등 금속.

에너지공급

모빌, 전력

물건 이동 방식

상하

도르래 종류 및 수량

고정 도르래

거중기(조선시대)

3. 거중기 제작 순서 및 주의사항
<출처: 구룡과학, www.kuryong.co.kr>
(준비물)

1) 기둥 조립하기

2) 도르래 조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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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르래의 실감기 순서

4)연결조립하기

5) 완성

4. 실제 거중기로 물건(추)을 들어 올리기
1) 사람이 1.6kg 추를 용수철 저울로 들어 올려보자. 들리는 순간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측정하자.
2) 제작한 거중기 아래 도르래에 1.6kg 의 추를 매달자
3) 물레에 실을 감으면서 물체를 들어 올린다. 이때 용수철 저울로 직접 들어올릴 때보다 힘은 어떠
한가?
4) 이번에는 물레 대신 용수철 저울을 연결하여 실을 잡아당겨 1.6kg 의 추를 들어 올려보자.
5) 추가 들어 올려지는 순간 용수철 저울의 눈금(최대정지마찰력)을 읽어보자.

용수철 저울의 눈금
1) 힘의 크기(사람)

1.6kg

3) 힘의 크기

1.6kg

5) 힘의 크기

1.6kg

물레

차이나는 이유

물레( <,

5. 제작한 거중기가 정약용의 거중기와 제작방법과 사용상의 차이는 없을까?(Key:

>) 사람

도르래의 수, 도르

래 중앙에 줄을 연결하는 방식 등)
<참고>

줄을 연결하는 방식:
물레의 사용여부:
중앙에 고리의 사용여부:
만든 재료:
사용한 도르래의 수:
물체를 들어올릴 때 일을 하는 사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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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각각 중앙 나사에 고

실제 거중기의 원리처럼

정한 경우(2줄)

한 줄 사용

1) 힘의 크기(사람)

1.6kg

2) 일의 원리

사람이 거중기 한 일이 양

차이를 둔 이유

거중기가 물체에 한일의

같다? 다르다?

양

다르다면 그 이유는?

* 주의 사항
1) 추를 매달 때 거중기의 중심에 고정한다,
2) 추를 들어올릴 때 거중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거중기를 잡고 줄을 물레에 감아 들어올
린다.
3) 모형 거중기는 들어올리는 무게에 제한(줄의 장력 및 도르래의 무게)을 고려하여 실험하여야 한다.

5. 교사자료
차시

9/12

풍속도 관찰 및 시청하기.
 단원 김홍도의 대장간도 및 행려풍속도병 감상하기

 풍속도에

나타난 모습 토론하기

대장간도

행려풍속도병

김득신 대장간

달군 쇠를 모루 위에 대주는

선비가 대개 나귀를

김홍도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화가,<대

사람, 이를 쇠망치로 내리치

타고 가는 선비로 등

장간>이 바로 그런 그림의 하나다. 먹선은

는 사람들, 다 된 연장을 숫

장한다.

산수인물화

가늘고 부드러우며 인물의 화면배치 상태

돌에 갈고 있는 사람도 있

형식으로 대장간, 강

나 움직이는 자세 등은 매우 유사한 데가

다. 이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변,

있다.

견습생인 듯한 이는 풀무에

다양한

세상살이의

략되어 있으나, 김득신의 <대장간> 배경에

바람을 넣는 듯 줄을 잡아당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 배경이 그려져 있다. 담금질(열처리)하

벼타작

장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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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의 <대장간>에는 배경이 생

기고 있다.
자료출처

는 단조의 작업을 표현함. 간송미술관 보

다.

관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미술관 사료

차시

10/12

1. 대장간(영어: blacksmith)은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이다. 일은 재료를 불에 달구어 원
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과 재료를 높은 온도로 가열한 뒤 물에 담가 식히는 담금질 처리로 이루어
진다. 그 종류는 전통대장간, 현대식 대장간으로 분류한다.
2. 한국에 있는 전통 대장간
1) 보은 대장간—전통 대장간 도구제작 체험시설 구비
http://www.daejangcan.com/goods/goods_list.php?cateCd=006
2) 경기도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www.guri.go.kr/main/gbv

* 풀무질 체험- 대장간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 화덕에 바람을 주입하는 과정을 체험함.

3. 전통 대장간의 구조 및 시설
대장간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
구로는 망치, 집게, 그리고 숫돌 등이 있
다.대장간은 하나 이상의 풀무를 갖추고
있다. 풀무의 환기구멍은 굴뚝과 연결을
시켜야 하므로 대장간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 풀무 바로 앞에 달군 쇠
를 놓고 두드릴 수 있는 모루가 놓여있다.
모루의 주변에는 원하는 연장을 바로 바
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걸이에 크기
가 작은 여러 가지 연장들이 걸려있으며, 걸지 못하는 망치들은 그 아래에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다.열
처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커다란 통에 물을 가득 담아 모루의 옆에 놓아두고 모루에서 단조작업
이 끝난 뒤 바로 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4. 대장간에서 사용한 연장의 종류와 특징

대장간에서 쇠를 다루는 장면
(사진제공: 길금공예연구소)

대장간에서 사용한 기구에는 화덕, 풀무, 모루, 메 등이 있는데 그 중 풀무는 바람을 넣어 온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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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구였다.
가. 옛날 대장간에서 화덕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 사용하였다.
나. 풀무는 화덕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대장간과 박물관 마다 규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길이, 너비,
높이 비는 약 4:1:2 이었다.
라. 너비 길이와 바람 구멍 크기의 비는 약 4:1이였다.
마. 바람구멍은 외부 바람 구멍 2개와 내부 바람구멍 2개가 있었다.
마. 흡입된 공기는 누름통과 가둠통을 거쳐 송풍구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쳤다.
종류

구 조

특 징
보통 가로 1.2m, 높 1.8m, 둘레 2.7m의 쇠를
달구는 화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대개 돌

화 덕

을 넣고 진흙을 짓이겨 발라서 만드는데, 사람
의 허리 높이쯤에 쇠를 달굴 수 있도록 불을 피
우는 화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화구를 통해 연기
와 가스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 화덕의 경우 1,500℃로 온도를 높여야 하고 망치나 거친 철 재료를 사용하기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생각했다. 보안경, 코팅 장갑, 마스크, 가죽 앞치마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수시로 안전사
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장간 망치, 모루, 도끼벼림집게
망치는 달구어진 쇳덩이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두드
리거나 늘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 쇠메라고도 한다.
모루는 금속을 올려놓고 메로 두들겨 가공할 때 쓰는
도구이다. 전통 모루는 대체로 둥글거나 네모난 형태
로, 통나무에 박아서 사용한다. 도끼벼림집게는 도끼
를 벼릴 때 쓰는 집게이다. ‘뚫음질’을 해서 낸, 강쇠
의 자루구멍에 ‘ㄱ’자로 꺾인 주둥이를 끼워 강쇠를
집는다.

5. 대장간 모습 전시 및 체험공간
--과천과학관
・전시물 : 과천과학관-한국과학문명관-문
화와 과학기술- 일상생활과 문화 예술의 기
초가 되다. 공방, 장인의 기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다.•공방에서 만든 생활 물품과 예술 작품으
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을 알 수 있다. 의류와 염색 기술, 종이와 도자기, 목공과 금속공예품은 과학
기술을 창조적으로 사용한 결과다. 목공, 도예, 금속, 염색, 인쇄 공방에서 장인의 기술이 어떻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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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발전해왔는지를 체험해 본다.
•대표전시물☞
① 금속공방 풀무 체험(전통대장간 체험) :풀무는 높은 온도를 내기 위해 가마에 바람을 불어 넣는 기
구이다. 풀무를 가지고 청동, 금, 철 등 녹는점이 다른 금속재품을 주조, 단조 만들기 체험을 해본
다.
② 목판과 금속활자 인쇄 체험 : 목판 인쇄와 금속활자 인쇄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금속활자의 특징을
체험해 본다.

6. 충북 보은 대장간 체험 소개
<주조체험>-모래를 다져 성형하는 생 주조 방법으로 여러
문양의 목걸이, 열쇠고리 등의 주석 제품 제작
< 주조체험 진행방법 >
① 우선 원하는 문양틀을 고른다.
② 편편한 판 위에 사각틀을 가운데 문양틀에 넣는다.
③ 수분을 섞은 고운 모래를 체에 걸러 틀에 담아 눌러준다.
④ 모래를 체에 걸러 사각틀에 소복이 채우고 탄탄하게 눌러
준다.
➄ 긴 막대로 사각틀 위에 소복이 싸인 모래를 편편하게 깍
아낸다.
⑥ 막대로 모래를 더욱 단단하게 치댄다. 이때 사각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틀 위에 새하얀 분말을 살짝 묻히고 붓으로 털어내다.
⑧ 틀 위에 판을 얹은 후 뒤집는다.
⑨ 판을 들어 올리고 송곳을 이용해 모양틀을 조심스럽게 빼낸다.
⑩ 모양틀이 빠져 나온 공간에 주석을 녹인 주물을 붓는다.
⑪ 주물이 굳으면 찬물에 넣어 굳히면 완성
<단조 체험>철을 불 속에 넣어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보며 대
장장이 세계를 경험 하실 수 있는 체험
1) 철에 무늬 새기기(타각 체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불에 달궈 띠 (십이지
신)를 새긴 후 깨끗이 손질하여 줄 또는 고리에 연결합니다.
2) 단조 체험
-달궈진 쇠를 직접 두드려 나만의 모양을 만들어 보고 줄 또
는 고리에 연결합니다.
3) 꽃삽 만들기 체험
-집게로 꽃삽을 잡고 망치로 두드린 후 모양을 잡고 리벳을 이용하여 삽과 자루를 연결합니다.
--출처: 보은군청 제공--

7. 현대식 대장간
1) 성수 메이커스페이스 -> http://makerspace.tistory.com/
3D 장비와 전자 장비가 잘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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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대장간 -〉 https://www.digital-blacksmithshop.com:46115/home
일반인 자격증 훈련 및 학생체험시설 완비됨.
3) 금천 무한 상상 공간 -〉http://www.geumcheon.go.kr/html/001/001006008001001.html
3D장비와 영상관련 장비 및 편집 소프트웨어가 완비됨.
4) 용산 디지털 대장간 : 메이커문화 확산 및 창업지원, 서울시가 설립함. 학생 및 일반인 교육
(홈피) https://digital-blacksmithshop.com/hom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igitalblacksmithshop
(홍보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k2p1wd4AdM&feature=emb_title

숙명여대 디자인과 학생의 실습: CNC & Visual CAM, 레이저 절단기 & 목공교육, 용접교육 & 금속가공교육

자료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브래케니커백과, 서울대학교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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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1~12/12

제목: 거중기 만들기 및 실험
2. 기중기와 거중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중기(크레인)

거중기(조선시대)

재료

철 등 금속.

주로 목재, 쇠

에너지공급

모빌, 전력

사람(인력)

물건 이동 방식

상하

상하

도르래 종류 및 수량

고정 도르래

복합도르래

4. 실제 거중기로 물건(추)을 들어 올리기
물레(대신 용수철

용수철 저울의 눈금
1) 힘의 크기(사람)
3) 힘의 크기
5) 힘의 크기

연결하여 당기기)
1.6kg
적게 듦
0.4kg

1.6kg
1.6kg
1.6kg

차이나는 이유
물레( <, >) 사람
마찰을 무시할 때

* 정약용의 거중기와 현재 사용하는 起重器(물체를 들어올려서 상, 하, 좌, 우, 앞,뒤로 운반하는 기계.
CRANE)와의 차이점
줄을 연결하는 방식: 거중기나 1개의 줄로 여러 개의 도르래를 상하로 연결 기중기는 강도를 위해
1개 고정 도르래에 1줄을 상하로 연결함(호이스트 크레인_)
중앙에 고리의 사용 여부: 정약용의 거중기와 크레인의 공통점
만든 재료: 거중기는 나무로 도르래를 만듦(고리는 쇠), 거중기는 금속재료로 제작하고 전기로 구동
함.
사용한 도르래의 수:거중기는 복합도르래의 원리로 8개의 도르래를 사용한다. 기중기는 고정도르래
1개를 사용함.
물레의 사용여부: 거중기는 사용함.
물체를 들어올릴 때 일을 하는 사람의 수: 거중기는 4명(하나의 물레에 2명), 기중기는 조종하는
사람과 고리를 연결하는 사람 2명~
크기: 거중기는 제한됨, 기중기는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름.
줄을 각각 중앙 나
사에 고정한 경우(2
줄)

실제 거중기의 원리처
럼 한 줄 사용

차이를 둔 이유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때 안

1) 힘의 크기(사람)

0.4kg

0.2kg

전하기 일을 하기 위해 2줄을
사용함.
같다. 단 물체에 대해서만

2) 일의 원리

사람이 거중기 한 일이 양 =

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르래

거중기가 물체에 한일의 양

자체(무게. 마찰력 등)에 대해
서도 일을 해야함.

자료출처

일

출처 - 서울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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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3) 대장간을 통한 도구제작 및 거중기 제작을 통해 전통과학 체험하기(9~12차시)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 대장간 풍속화를 통해 대장간의 역사와 만드는
도구, 진화된 현대의 대장간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풍속화 속에 등장하는 도구들의 사용을 통해 지
상
레의 원리와 일의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거중기’ 만들기를 통해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
구가 복합적으로 사용됨을 설명할 수 있다.
9~12
/12

모둠별
- 대장간 풍속화를 통해 대장간의 역사와 만드는 토론평가/
도구를 설명할 수 있다.
관찰평가/
- 풍속화 속에 등장하는 도구들의 사용을 통해 지 산출물평가/
중
레의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거중기’ 만들기를 통해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
구가 사용됨을 설명할 수 있다.

자기/동료평가
지(학생용)/
관찰평가지/
학생 활동지

- 대장간 풍속화를 통해 대장간의 역사와 만드는
도구를 설명할 수 있다.
하
- 풍속화 속에 등장하는 도구들의 사용을 통해 지
레의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가. 자기/동료평가지(9~12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 대장간의 풍속화에서 철의 제련과정이 산화 환원반응임을 알고
있다.
- 대장간의 작업이 크게 단조와 주조 작업임을 설명할 수 있다.
- 전통 대장간과 현대 대장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자기평가

- 대장간에 제작된 도구를 가지고 지레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삼각형의 닮음의 원리를 통해 도구의 사용 속에서 일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조선시대때 정약용의 거중기가 수원화성을 건립하는 데 공사 기
간을 단축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거중기를 만들 줄 알고 일의 원리가 적용됨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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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 대장간 체험 후 대장간의 역사와 문화, 도구의 제작 과정를 살펴
본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동료평가

-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모둠별 토의를 거쳐 거중기를 제작하고 거중기를 사용하여 실제
물체를 들어올려 일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평가 노하우 : <대장간>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여 풍속화 속의 작업이 대해 자신의 의
견과 토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철의 제련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창의적인 도구인
거중기의 제작과 활용 정도를 평가한다.

나. 관찰평가지(9~12차시)
지식

태도

- 대장간 풍속도에서 도구의 제

-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작 모습을 찾기
번호

이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

- 도구에 숨은 지레의 원리, 일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 거중기를 설계하고 창의적으로
제작하기
상

로 제시함.

배움과

- 모둠별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

성장의 기록

여하고 과학적 현상을 적용하
는 태도를 보임.

중

하

상

중

하

※ 평가 노하우 : 대장간에서 제작된 도구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거중기를 과학
적으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지도하며, 논리적 설명과 근거를 가진 학생을 평가하도록 한다. 적극적인 태
도와 논리적 의견 제시, 문제해결력을 가진 학생들의 태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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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수업실행자료물:1차시~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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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수업실행자료물:11차시~12차시

<모형 거중기 제작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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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회의록
1. 2019. 8.22., 장소: 사랑방 참숯갈비- 연구원 1차 모임
- 장창곤 연구원 ▶ 궁궐과 풍속화(1~3차시)-중앙박물관, 과천과학관(한국문명
관), 경복궁민속박물관 자료
- 한정호 연구원 ▶ 일상생활 속 전통과학-온돌, 한지(4~6차시)-경복궁민속박물
관, 중앙박물관, 과천과학관(한국문명관), 경복궁민속박물관 자료
- 김대중 연구원

▶

대장간과 과학, 전통 대장간 체험활동지(7~9차시)-대장간 견학, 과천과학관
(한국문명관), 대장간체험학습지 개발,
- 이광희 연구원 ▶
피보나치 수열, 삼각형의 닮음, 역사 속의 대장간의 모습 변천, 현대식 대장
간(용산 & 성수동(서울IT센터) 공공디지털 대장간)견학 등(10~12차시)

2. 2019. 9. 17., 장소: 사랑김밥(신당동)- 연구원 2차 모임
- 전통대장간 현장 답사-신당동 충남 대장간-호미 구입(연구원 3명 참여)
- 중간보고서 작성 협의-장창곤 연구원 보고서 완성(1~4차시)을 제출하기로 함.
- 풍속화 속의 전통과학을 학생들에게 수업하기로 결정함(강사 함미현 선생님)

3. 2019.10.17.,

장소 : 세화여중 과학실—연구원 3차 모임

- 체험장소 변경-보은군 농경 문화관내 대장간체험장에서 학교로 변경하여 거
중기로 조립 및 실험을 하기로 함~ 대상은 세화여중 학생 중에서 선정하여 2
차시 정도 수업하기로 함.(설문 조사는 생략함)
- 보고서 마무리, 최종 보고서 작성 협의함.

4. 2019.11.28., 장소: 신채정샤브칼국수-최종 모임
- 강사 및 자문위원도 참석 예정임.
- 스팀교사연구회 지원비 최종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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