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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우주와 지구는 닫힌 공간으로 구성 물질이 순환적으로 존재하며 그 물질은 재생
(재활용)의 의미로 해석됨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 자원의 유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히 우주 및 지구에서 존재하므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할 수 있다.
자원의 재생(재활용)에 대하여 물질의 지속적인 변화로서 학습함으로써 변화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원인과 과정을 모델링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변화의 결과를 유도해 나갈 수 있다.
새로운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익히고 재생(순환)구조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아두이노 등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자원 재생(재활용)을 무한히 지속하는 물질의 변화로 이해하며 재생의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종류와 범위의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 대한 바른 이해
를 통한 적절한 모델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와줄 수 있으며 변화에 대처하는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 프로젝트 운영 방안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생의 결과물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쉽게 조작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하도록 하며 관심을 유발시키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안내 및 참여
하도록 한다. 과학에서 알게 된 지식을 수학과 공학으로 확대하며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심미적인 역량 또한 키워나가도록 전시물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한다.

2. 서론
◦ 우주의 생성 물질은 닫힌 세계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어 우주의 다양한 변화의
만들어 내고 있으며 재생(재활용) 원리를 이해하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생의 순환 구조를 통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들을 해결
하는 기술을 생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융합적인 결과물을 제작하도록 한다.
◦ 실생활 관련 문제를 여러 교과와 융합하여 해결하는 경험을 통하여 과제연구
활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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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내용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합물 분리의 예는 쓰레기의 분리이다. 쓰레기를 분리해 버
리면 다시 사용하거나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 재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쓰레
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 재이용하는 것을 자원의 순환이라고 한다.

▣ 자원의 순환 방법에는 재사용과 재활용이 있다.
재사용(reuse)은 쓰고 버린 물건을 손질하여 그 용도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텔레
비전, 냉장고, 컴퓨터, 헌옷, 유리병 등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재활용(recycling)은 쓰고 버린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손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되살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신문 폐지를 박스 등의 종이
물품으로 다시 만들거나 페트병을 가공해 건축자재로 쓰는 것 등이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재활용은 쓰고 버린 물건에 새로운 자원을 투입하여 손질을 해야 하는 반면, 재사용은 이러
한 과정을 특별히 거치지 않으므로 자원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쓰레기를 종류에 따
라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하여 버리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쓰레기를 재사용, 재활용하
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로 덮여 가는 지구의 환경도 살릴 수 있을 것
이다.

▣ 수학에서의 재생(재활용)의 이해
수열이 단순한 수의 규칙적인 나열로 여기며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인위적인 규칙이
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일정한 비를 갖는 등비수열적인 증가와 감소 상태는 생
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등비수열의 실생활에서의 모습을 실감나게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실생활 문제를 제시하여 자원의 재활용 문제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연결하여 생각하
도록 하였다.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를 지속하게 될 때, 자원 고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수열 단원을 통하여 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을
발전시켜 나감.
▣ 과학에서의 재생(재활용)의 이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살펴보면 별의 죽음에서 만들어진 성간 물질이 새로운 별을 만드는
원료로 재활용되어 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우주가 탄생한 이후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 물질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은하 내의 나선팔과 같은 곳에서는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다. 이러한 곳
에 충격파를 일으킬 수 있는 밀도파가 지나가면 밀도파의 앞쪽에서 충격을 받아 성간 물질
이 수축하게 된다. 이러한 수축의 결과로 나선팔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
다. 성간물질은 별의 진화단계에서 만들어졌으며 은하 내의 성간물질의 이용하여 끊임없이
은하는 별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원의 유한성과 재활용의 관점에서 별은 만들어질 때 성간매
질을 활용하며, 은하 내에서는 끊임없이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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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순환의 관계가 우리 주변에서도 자원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학습하도록 함.

▣ 정보에서의 재생(재활용)의 이해
세탁이나 청소같이 일상생활에서 되풀이 되는 반복 작업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이 중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처리 단계를 함수로 정의하여 필요할 때 호출하
여 재사용할 수 있다. 그 중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형태를 순환(recursion)이라 하며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재귀함수의 모습을 실감나게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실
생활 문제를 제시하여 재활용 문제에서 재귀 함수의 개념을 연결하여 생각하도록 하였다.
재귀함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서 자원의 유한성 및 재활용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이 단원을 통하여 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을 키워나감.
▣ 미술작품에서 재생(재활용)의 이해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현대 미술은 실제로 그 개념을 설명하기가 매우 막연하다. ‘무엇을
두고 현대 미술이라 하는가?’, ‘언제부터 시작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 자체가 임
의적일 뿐만 아니라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마저 있다. 이에 본 융합수업 모형에서는
학생들이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 현대 미술이
주는 시대적 특징과 다양한 미술 사조를 이해하고 미술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융합수업
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브제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부
여하고 적극적인 수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와 이를 작품으로 직접
제작하는 동안 학생들의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었다. 또한 심화과정으로써 키네틱
아트 작품을 제작해보도록 지도한다면 공학적 사고력도 함께 신장시킬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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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재생(재활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힘!

선행
프로그램명

“해당 없음”

학교급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1～3학년

중심과목

수학

중심과목
[고등학교 미적분] 수열의 극한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수학과제탐구] 과제 탐구 실행 및 평가

STEAM
프로그램 연계과목
구분

과학
미술
정보

[통합과학] 우주의 진화와 지구시스템
연계과목
[미술] 표현 계획 및 영역 확장
성취기준 영역
[정보]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화재생 구조

주제
차시
과목 연계(안)
연번
(시수)
1
3
수학(2) + 과학(1)
개발결과
2
3
과학(3)
3
3
수학(2) + 미술(1)
4
3
수학(1) + 정보(2)
5
3
미술(3)
적용 결과 ※ 2020. 11. 18. 기준, 15차시 중 15차시 개발 및 15차시 적용 완료

4. 연구 수행 결과
◦연구 수행 결과
- 재생(재활용)을 주제로 하는 STEAM 프로그램 개발
- STEAM 확산을 위한 공개 수업 및 재생(재활용) 행사 프로그램 운영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2020.10. 12. ~ 2020. 11. 13.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학생 태도검사

수행 결과
총 15차시

부산일과학고등학교 97명(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

사전검사

7월 10일, 2개 학급(38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10월 19일, 2개 학급(38명) 실시 완료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10월 19일 실시 완료
2020. 9. 22. 4교시(11:40~12:30) 수업공개
2020.10. 21. ‘STEAM 재생(재활용)행사’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및 학술대회 계획 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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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Ⅰ.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교상황이 불규칙적이며 모둠을 통한 활발한 협동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 재생(재활용)의 관점을 한 교과의 개념과 공식 유도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여러 교과의
내용과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가는 수업으로 관심도와 참여도를 모두 높여
주었음.
- 생활 주변의 문제 상황을 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다양한 재료를 활용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제공함.
- 재활용을 통한 미술 작품 제작과 수학과 프랙털 구조물 제작이 학생들의 능력 차이에 따른 일정
한 속도 맞추기가 어려우며 기구와 재료들이 잘 정리되지 못함.

Ⅱ.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인터뷰)
- 실생활의 친숙한 주제를 연구하여 어렵지 않고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모든 친구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함.
- 재생(재활용)이 실생활에서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데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되어 주변에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식 전달의 따분하게 진행되는 수업이 아니라 재생(재활용) 관련한 구조물을 직접 만들어보고
실험해 보는 경험이 좋다고 생각함

Ⅲ.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 전문적인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중심 수업을 위한 자료나 공간 등을 제공하여
안내 필요.
-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재료를 구입하기에 학교의 재료비 구입 예산 부족하여 1개 반을
특정하여 전개하여 다른 친구들의 불만 요소가 되기도 함.

Ⅳ. 기타 사항 및 시사점
- 주제를 중심으로 융합하는 통합교육과정은 영재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학습 방법.
- 과학고의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연구 활동에서 가급적 융합적인 주제중심 탐구활동의
전개 필요.
- 교사연구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사들이 모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주변에 확산하는 노력은 한
순간에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실제 적용의 실천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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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재생(재활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힘!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0통과09-05]
[12 미 02-04]

1

1~3/15 [12미적01-05] 등비급수의 뜻을 알고, 그 합을 구할 수 있다.

2

[12지과Ⅰ06-01]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따라 외부 은하를 분류
4~6/15 하고, 전파 은하, 퀘이사 등과 같은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의 특징
을 설명할 수 있다.

3

7~9/15

4

10~12/15

5

[12 미창 02-02] 표현 기법의 특징을 알고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다.
[10 통과 07-03]
13~15/15
[12 미창 02-03]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영상 등 장르별 표현
매체를 연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할 수 있다.

[12미적01-06] 등비급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12 미창 02-03]
[10통과09-05]

있다.

[12정보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10 통과 07-08]
[12 미적 01-06]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5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3
/15

등비급수의 뜻과 합 구하기

1. 등비급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림으로 구체화하기(

Co

상황 제시).

2. 등비급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도형의 분할을 조사하도록 시간을(

ET

감성적 체험)을

부여하고 탐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등비급수의 합을 표현하기.

- 6 -

주제(단원)명

4~6
/15

우주의 미래

1. 별의 죽음단계에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해하기(

Co

상황 제시).

2. 재활용 할 수 있는 물질이 우주공간에서 없어질 때 우주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예측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기(

CD

창의적 설계).

3. 인류의 생존번성기간 중에서 자원이 유한하듯이 우주에서도 별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유한하여 그 재활용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주제(단원)명

7~9
/15

ET

감성적 체험).

등비수열을 이용한 다양한 구조물 만들기

1. 프랙털 도형의 뜻을 이해하고 등비수열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물을 제시함(

Co

상황 제시).
2. 프랙털의 자기 닯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닮음비를 유지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구조물
제작을 지도함(

주제(단원)명
10~12
/15

CD

창의적 설계).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1. 재귀 함수의 개념을 제시하고 재귀함수를 통한 재사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Co

상황

제시).
2. 프랙탈 도형의 재귀 개념을 이해하고 (
작성한다.(

주제(단원)명

CD

ET

감성적 체험) 재귀함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설계).

Assemblage&키네틱 작품 제작 및 작품 감상

1. 버려지는 사물(오브제)이 작품으로 완성될 경우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13~15
/15

지도(

Co

상황 제시).

2. 완성된 작품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탐구해 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활용하여 작품에 움직임을 줌(

CD

창의적 설계).

3.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폐품이나 주변의 흔한 물품 등 일상의 사물을 조합하여
현대미술에 가까워질 수 있는 미적체험의 기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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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감성적 체험).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수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3 학년

중심과목
성취영역
영역

[고등학교] 수열의 극한

중심과목
성취기준

[12미적01-05] 등비급수의 뜻을 알고,

주제(단원)명

등비급수

차시

1～ 3

학습목표

그 합을 구할 수 있다.

1. 급수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2. 등비급수의 뜻을 알고, 그 합을 구할 수 있다.

연계과목

미술 창작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2 미 02-04] 주제와 표현 의도, 재료와
표현방법, 매체, 표현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S
T
STEAM
요소

E
A

평면의 분할

M

등비수열의 합

개발 의도

무한급수의 합을 평면을 분할하여 나타내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원 재활용률
을 공비로 하는 급수의 수렴 값을 계산하여 유한 자원 총량과 비교함으로써 자원 재활용률
을 높여야 함을 인식하도록 하고자 함

자원 재활용률을 이용하여 소비되는 자원의 총량을 급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률의 변화에 따라 사용한 자원의 총량의 변화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급수의 합을 평면 채우기 활동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평면 분할의 작품을 보며 아름다움
을 느끼도록 한다.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 총량의 급수
합이 커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며 실생활의 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상황 제시
▪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사용가능
총량을 계산해
상
보자.
STEAM 황
학습준거 제 ▪ ‘재활용률을 높이면
시
자원의 사용 가능
총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토론해 보자.

창의적 설계
▪ 급수의 합을 평면 분할을
창
통하여 나타내 보자.
의
적 ▪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때,
설
자원 사용 가능 총량을
계
급수의 합으로 구하고 유한한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설명해 보자.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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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의 합을 공비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해 보자.

감
성
▪ 자원 재활용률을
적
공비로 갖는 급수의
체
합과 자원 사용
험
량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자.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 쓰레기 재활용 영상 시청
▪ 쓰레기 재활용 관련 기사 읽기
- 재활용률에 따른 유한한 자원의 소비에 대하여 토의

https://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

watch?v=wpSuirQE4tc

watch?v=oRS4lmy7foY

▪ 자원 매장량과 소비량의 관계 및 변화 추이에 대한 안내

도입

▪ 자원 고갈의 위험성에 대한 영상 시청
-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한 자원의 재활용 필요성 인식

https://www.youtube.com/watch?v=KdPjHkdkfUU
https://www.youtube.com/watch?v=4Wf0Cw8ijPs
▪ 급수
수열  의 각 항을 차례로 덧셈 기호  를 사용하여 연결한 식
전개

      ⋯    ⋯
∞

을 급수라 하고, 이것을 기호

를 사용하여   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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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의 합
∞

급수

  에서 첫째항부터 제항까지의 합






         ⋯   







를 이 급수의 제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한다.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     ⋯ 이 일정한 값  에 수렴할 때,


즉

lim    lim     일 때, 급수

→ ∞

→ ∞   

∞

  은  에 수렴한다고 한다.




이때  를 급수의 합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

      ⋯    ⋯   또는









와 같이 나타낸다.
▪ 등비급수
첫째항이   ≠  , 공비가 인 등비수열    의 각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급수
∞

 

 

       ⋯      ⋯



을 첫째항이 , 공비가 인 등비급수라고 한다.
▪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

등비급수

 



 ≠  의 제항까지의 부분합을   이라고 하면



         ⋯     이므로
    
 ≠ 이면    
 
  이면        ⋯     이다.
∞

따라서 등비급수

 



 ≠  의 수렴과 발산은 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①     일 때
 





  


lim   이므로 lim    lim 
 

→ ∞
→ ∞
→ ∞
∞

따라서 등비급수

 






 ≠  은 수렴하고, 그 합은  이다.


②   일 때
∞

   이므로 등비급수

 

 

 ≠  은 발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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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 때

lim   ∞ 이므로 등비급수

→ ∞

∞

 



 ≠  은 발산한다.



④   일 때
수열  은 진동하므로 등비급수

∞

 

 

 ≠  은 발산한다.



▪ 여러 가지 등비급수의 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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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인 선분을 등분하여 가운데 선분을 제거한다. 남은
각 선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두 수열

 ,  의 극한을 추측해 보자.
1.  은 [단계]에서 남은 선분의 개수
2.  은 [단계]에서 남은 선분 중 개의 길이
▪ 등비수열  의 수렴, 발산을 공비  의 값에 따라 알아보자.
1.    일 때
         로 놓으면

- 12 -

           ≥  

가 성립한다.
이때 lim    ∞ 이므로 lim   ∞
→ ∞

→ ∞

2.    일 때
수열  의 모든 항이  이므로 lim   lim  
→ ∞

→ ∞

3.    일 때
   이면 수열  의 모든 항이  이므로

lim   lim  

→ ∞


 ≠  이면    이므로 ①에 따라
 

→ ∞





 lim     ∞
lim 

→ ∞   
→ ∞  

따라서 lim      이므로 lim   
→ ∞

→ ∞

4.  ≤  일 때
   이면 수열  은       ⋯ 이므로 진동한다.
    이면     이므로 1에 따라

lim   lim    ∞

→ ∞

→ ∞

이때 수열  은 각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면서 그 절댓값은 한없이 커지므로
진동한다.

▪ 폴란드의 수학자 시어핀스키(Sierpinski, W., ~)는 넓이가 인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합동인 네 개의 정삼각형 중
가운데 정삼각형을 제거하고 남아 있는 세 개의 정삼각형에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생각하였다. 이것을 시어핀스키 삼각형
(Sierpinski triangle)이라고 한다.

1. 남아 있는 정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추측해 보자.

2. 남아 있는 정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추측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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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사용량 및 국가별 쓰레기 재활용률

플라스틱 사용 총량을 연간 단위로 누적하여 보자.
▪ 쓰레기 재활용률(우리나라 40% vs 일본 80%)에 따른 유한 매장 자원의
가용성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 자원 매장량과 사용량에 대한 조사

▪ 도형을 이용하여 급수의 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구할 수 있음을 발표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하여 자원 재활용률에 따라 자원 활용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생각하자.
▪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하자.

정리

▪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을 누적하여 그 합을 구하고 매장량과 비교하여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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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지구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3 학년

중심과목
성취영역
영역

[고등학교] 은하와 우주

중심과목
성취기준

[12지과Ⅰ06-01] 허블의 은하 분류 체
계에 따라 외부 은하를 분류하고, 전파
은하, 퀘이사 등과 같은 특이 은하와 충
돌 은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은하의 분류 체계

차시

4 ～ 6 차시

학습목표

1. 별의 진화과정을 이해한다.
2. 별들로 이루어진 허블의 은하 분류를 이해한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TEAM
요소

S
T
E
A
M

개발 의도

자원의 재활용, 별의 진화

아름다운 별의 잔존물들, 아름다운 은하 모습
우리 주변의 자원이 재활용되듯이 별의 탄생에서도 성간물질(수소)이 재활용되어 계속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한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살펴보면 별의 죽음에서 만들어진 성간 물질이 새로운 별을 만드는 원료로 재활
용되어 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우주가 탄생한 이후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 물질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속에서 만들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은하 내의 나선팔과 같은 곳에서는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다. 이러한 곳에 충격파를 일으킬 수 있는
밀도파가 지나가면 밀도파의 앞쪽에서 충격을 받아 성간 물질이 수축하게 된다. 이러한 수축의 결과로
나선팔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성간물질은 별의 진화단계에서 만들어졌으며 은하
내의 성간물질의 이용하여 끊임없이 은하는 별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원의 유한성과 재활용의 관점에서 별은 만들어질 때 성간매질을 활용하며, 은하내에서는 끊임없이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이러한 순환의 관계가 우리 주변에서도 자원 재활용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 별의 탄생 과정에서
성잘물질의
▪ 별의 일생을 스토리텔링으로
재활용에 대해
창
만들어보자.
상
생각해 보자.
의
STEAM 황
적 ▪ 핵융합 반응에서 수소를
학습준거 제
▪ 은하 내에서 별이
설
어떻게 이용하여 무거운
시
만들어질 수 있는
계
원소를 만들어내는지를
곳에 대해 생각해
모형을 만들어보자.
보자.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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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성간물질이
있어야 함을
이해하자.
▪ 성간 물질은
재활용되어 별의
탄생에 사용되며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이해하자.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별의 탄생 영상 시청
-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TE7Y95FoumE)

▪ 허블 망원경을 통해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기사 읽기
- 별은 어디서 만들어질지 토의해보자.(별이 만들어지는 재료에 초점을 맞춤)

도입

별의 탄생
영상 시청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본 원시 성운과 원시별
▪ 충돌 은하의 영상을 보여준다.

NASA가 최근 공개한 이 은하

충돌 은하의 영상 찾아보기

단은 뱀자리 머리 부분에 위치
해

있는

'세이퍼트의

6중주

(Seyfert's Sex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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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h43IblpbhI)
이러한 충돌 은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안드로메다은하와 우리은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유투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k_pWGRC-w)
▪ 별들이 진화하여 죽음에 이르면 가벼운 원소들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만들
지게 된다. 계속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면 새로운 별이 만들어 질 수 있을까?
(유튜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7-8wag_524g)
- 원소의 생성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 빅뱅이론 이후 우주론은 표준우주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표준우주 모형에서 우주
의 미래는 어떻게 나타낼까?
▪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전개

초신성의 폭발(상상도)

SN 1054 잔해(게성운, 초신성의 잔해)

- 초신성잔해(Supernova remnant; SNR)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 형성된 별의 잔
해이다.
1. 원시성운
: 별은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원시 성운에서 탄생한다. 원시 성운은 주로 분자
상태의 수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시 성운이 어떤 계기로 수축하면 그 곳에서
별이 생성된다.
2. 원시 별의 진화
: 원시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원시 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를 이용하여
내부의 온도를 높여 수소핵융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원시별이 100 만년 정
도 지나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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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계열성
: 주계열 단계의 별에서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내부 기체의
압력과 별의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 별은 이 단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별은
일생의 약 90%를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므로 관측되는 별 중 주계열성이 가장
많다.
(학생 활동) 별의 진화과정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표현하여 보자.
4.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1) 양성자-양성자 반응

:

토의 주제) 양성자-양성자 반응은 수소 원자핵 6 개가 헬륨 원자핵 1 개와 수소
원자핵 2 개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소 2 개는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2) 탄소ㆍ질소ㆍ산소 순환 반응

토의 주제)

위의 핵융합반응에서 탄소, 질소,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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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모형을 활용하여 핵융합 반응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보자.

▪ 별로 이루어진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무수히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1. 허블의 은하 분류

- 허블은 외부 은하를 형태에 따라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 은하로 분류하였다.
2. 나선팔에서의 별의 탄생

은하내 밀도파로 별들이 생성될 수 있는 시물레이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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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의 관점에서 별의 진화를 이야기하여보자.
▪ 나선 은하의 나선팔에서 밀도파의 충격으로 성운이 수축하여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만들지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나선팔에서 밀도파로 인해 별들이 만들어
지려면 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여보자.
▪ 충돌 은하

- 허블 망원경으로 본 충돌하고 있는 은하(NGC3808A)
- 은하들이 중력적으로 영향을 미쳐 서서히 서로 가까워져서 충돌하게 된다.
▪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

-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중력적으로 묶여 있어서 언젠가는 충돌하게 된다.
- 충돌하는 순간 밤하늘에서는 두 개의 은하수가 교차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 활동) 은하가 충돌하는 순간에 인류가 살아있다면 인류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밤하늘의 그림을 그려보고 서로 토론하여 보자.

토론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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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 병합

- 위의 사진은 왜소은하 중 하나인 'U141' 은하의 사진이며 이 사진에서 은하 병합의 증거
인 두 개의 은하핵을 과학자들이 찾았다. 왜소은하를 은하를 형성하는 기본이라는 뜻에서
'은하 형성 재료'(galaxy building block)라 부른다.
- 이러한 상호 작용은 수 십 억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가까이 접근하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은하가 되면서 은하들이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은하
간의 병합은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으로 새로운 은하로 다시 재탄생 하게 된다.
(학생 활동) 은하와 은하가 병합하게 될 때, 별들간에 충돌할 수 있을지 토의해 보자.
▪ 별의 진화는 다음과 같다.

▪ 별의 진화로 계속해서 수소가 소모되고 있다. 충분한 수소를 가지지 못한 원시
성운은 별의 탄생 장소로 부적합하다.
(학생 활동 )시간의 단위를 설정하여(100억, 1000억, 1조년 후) 우리의 밤하늘이 어
떻게 변화할지 예측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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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우주모형
급팽창 이론을 포함한 대폭발 우주론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개념까지 모
두 포함된 최신의 우주론을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한다.
▪ 우주의 미래
- 표준 우주모형에서 예측하고 있는 우주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암흑에너지의 구성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암흑 물질과 빛을 내는 물질의
구성비율이 줄어들면서 우주는 계속 가속 팽창할 것으로 관측되어 지고 있다.
(학생 활동) 가속팽창하는 우주 공간 속에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
주 거대 구조는 어떤 형태로 모습이 바뀌어 갈까?
▪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성간물질들이 수축하여 원시성운이 만들어지고 이 원
시 성운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게 된다. 만들어진 원시별에서는 수소들이 핵융
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
▪ 나선 은하 내에서는 별들이 죽은 후의 잔해들로부터 재활용되어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있다.
▪ 은하의 나선팔에서는 밀도파와 성간 물질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별들이 만들
어지고 있다.
▪ 충돌하는 은하가 발견된다.
정리

▪ 은하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작은 은하를 병합하거나, 은하들끼리 중력적으로
충돌하여 큰 은하가 되기도 한다.
▪ 은하의 진화에 다른 은하가 재활용되어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고 있다.
▪ 별의 진화하면서 계속 수소를 무거운 원소로 바꾸고 있으며, 별의 죽음으로 만
들어진 성운에서 새로운 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 표준우주모형에 따르면 우주는 가속팽창할 것이며, 암흑에너지의 구성비율이 계
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 더 이상 재활용할 수소 원자가 없다면 우주는 동적인 우주에서 가속팽창하지만
정적인 우주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 22 -

중심과목

수학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성취영역
영역

[고등학교] 수열의 극한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등비수열을 이용한 다양한 구조물 만들기

학습목표

고등학교/1~3 학년

[12미적01-06] 등비급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시

7 ∼ 9

1. 프랙털 구조를 일정한 비의 닮음으로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유한 차원에서 무한의 존재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미술창작

[12 미창 02-03]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영상 등 장르별 표현 매체를 연계
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할 수 있다.

S
T
STEAM
요소

E

프랙털 구조물

A

프랙털 구조물 창작

M

닮음

개발 의도

등비수열의 공비와 같이 일정한 닮음비를 갖고 자기반복 동형을 재생하여 나타나는 구조물
을 제작하여 봄으로써 반복적인 활동을 통한 평면과 공간 채우기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하고자 함

세상에는 자기와 닮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대상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닮음비가 1 보다 작아 점점 작아지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 평면이나 공간에서 자기반복 동형의
구조물을 직접 제작하여 보도록 하고자 한다.
프랙털 구조라고 하는 구조의 등비수열적인 배열에 대하여 알아보고 평면에서 길이의 무한함과 공간에서
넓이의 무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조물의 존재를 통하여 에너지 자원의 무한 재생 가능성에 대하여 토의하며 에너지 활용에 대한 바른
생활태도를 갖도록 하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 자기반복 동형
재생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를
상
발표해 보자.
STEAM 황
학습준거 제
▪ 제한된 유한 영역에
시
무한히 재생되는
값들에 대하여
알아보자.

▪ 평면에서 프랙털 구조를
창
살펴보고 나타내 보자.
의
적
▪ 공간에서 프랙털 구조를
설
살펴보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계
제작해 보자.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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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 영역에서 반복
재생되는 무한 값의
존재에 대하여
발표해 보자.
감
성
▪ 반복 재생의 원리로 적
자원을 재활용하면 체
무한히 사용 가능할 험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 자기반복 동형인 프랙털 구조의 자연에서의 사례를 살펴보자.

▪ 프랙털 예술을 감상해 보자.

도입

▪ 신재생에너지의 실생활 활용의 사례를 발표해 보자.

▪ 신재생에너지 도시(https://korealand.tistory.com/1913/ 국토교통부 정책)

▪ 수학에서 살펴본 아름다운 프랙털

전개

- 24 -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프랙탈(fractal) 곡선은 반복적으로 자기유사성을 형성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일컫는다.
▪ 코흐(Koch) 폐곡선
이 폐곡선은 각 변의 길이가 1 인 정삼각형을 시작으로 매 단계에서 각 선분을
3 등분(等分)한 후 가운데 부분이 정삼각형의 형태로 튀어나오면서 점차 눈송이
모양으로 변화한다.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시어핀스키 삼각형(Sierpinski triangle)’은 폴란드의 수학자 바츨라프 시어핀스키
(Waclaw Sierpinski, 1882~1969)의 이름을 딴 프랙털 도형 중 하나이다.
주어진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으면 합동인 4 개의 작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가운데 있는 정삼각형을 제거하여 3 개의 정삼각형만 남긴다.
남아 있는 3 개의 정삼각형에 대해서도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시어핀스키 삼각형
을 얻을 수 있다.

▪ 시어핀스키 삼각형 만들기
1. 정삼각형 하나에서 시작한다.
2. 정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이으면 원래의 정삼각형 안에 작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 작은 정삼각형을 제거한다.
3. 남은 정삼각형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실행한다.
4. 위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
이것을 반복하면 다음과 같은 도형이 얻어진다.(무한반복)

0단계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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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4단계

▪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만들기
정사면체의 각 모서리의 중심을 연결하여 잘라내면 1단계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가 만들어진다.
또, 1단계 시어핀스키 피라미드의 남은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중심을 연결하여
잘라내면 2단계 시어핀스키 피라미드가 된다.

▪ 맹거스펀지는 무한개의 구멍이 송송 뚫린 프랙털물체이다.
이 물체는 1926 년에 오스트리아 수학자인 카를 맹거가 처음으로 설명했다.
그 스펀지를 만들려면 우선 정육면체를 27 개의 정육면체로 나누어서 중간에
있는 정육면체와 면을 공유하고 있는 작은 정육면체 6 개를 제거해 버리면
정육면체 20 개가 남는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영원히 되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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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거스펀지 만들기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8개 분야)
에너지 종류

태
양
열

정의

에너지 종류

흐르는 물의 힘으

태양광발전시스템
을 이용하여 빛에

수

너지를 모아 전기

력

로 바꾸는 것

오는

양

이용하여 바로 사

열에너지를

광

용하거나 한꺼번에

로 발전기에 연결되
어 있는 날개를 돌
려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

태양으로부터 나
태

정의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
양

모아 사용

에너지
- 파력에너지
- 온도차에너지
- 조력에너지

에너지 함량이 높
바
이
오

살아있는 생물체
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폐
기
물

은 폐기물들을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
연로로 만들거나 소
각하여 에너지로 이
용

바람이 풍차의 날

여름에는 땅속으로

개를 돌리면 날개

부터 시원한 온도를

풍

는 발전기라는 전

지

가져와 시원하게 해

력

기발생장치에 연결

열

주고, 겨울에는 따

되어 전기를 생산

뜻한 온도를 가져와

하는 것

따뜻하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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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자급 도시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해 보자.

영국의 배드제드

태양광 발전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

탄소배출 제로 도시-마스다르

생태자립마을 독일의 윤데 마을

▪ 다음과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기술 및 친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살고
싶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설계해보자.
1. 선정한 지역의 도로, 학교, 주택, 상점 등 도시의 필수적인 시설을 배치할 것
2. 에너지 공급방법, 쓰레기 처리방법, 기피 및 혐오시설 활용방법, 친환경에너
지 기술 방법을 적용할 것
3. 친환경에너지 설비에 적용된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일 것
▪ 쓰레기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효과와 환경오염이라는 상반되는 가치 속에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말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자.

정리

▪ 자기반복 동형 재생으로 나타나는 프랙털 구조를 스스로 찾아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한다.
▪ 프랙털 구조물을 직접 제작하면서 유한 영역 안에 무한의 대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아가도록 한다.
▪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무한 반복 재생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해 보도록
한다.
▪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탐구하여
발표하며 친구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 28 -

중심과목

정보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성취영역
영역

[고등학교] 함수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차시

학습목표

[12정보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
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10 ~ 12

1. 재귀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재귀함수를 통해 재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2. 재귀 함수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연계과목

STEAM
요소

고등학교/1~3 학년

[12미적01-06]
연계과목
등비급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성취기준 영역
해결할 수 있다.

수학

S

자원의 재활용

T

C 프로그래밍

E

프랙털 구조물

A
M
개발 의도

무한급수, 피보나치 수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형태의 순환(recursion)의 개념을 이해하여 재활용 문제에서 재귀
함수의 개념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세탁이나 청소같이 일상생활에서 되풀이 되는 반복 작업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이
중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처리 단계를 함수로 정의하여 필요할 때 호출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그 중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형태를 순환(recursion)이라 하며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재귀함수의 모습을 실감나게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실생활 문제를 제시하여 재활용 문제에서 재귀
함수의 개념을 연결하여 생각하도록 한다.
재귀함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서 자원의 유한성 및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이 단원을 통하여 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상
STEAM 황
학습준거 제
시

▪ 자원의 재활용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재귀적 표현을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자.

▪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를
창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보자.
의
적 ▪ 점화식을 이해하고 반복되는
설
코드를 재귀함수를 활용하여
계
작성하고 자원 활용에서의
유용성을 설명해 보자.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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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의 재사용과
자원의 재활용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 재귀 함수를
사용했을 때
시간복잡도에
대해서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자.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 동영상 시청(무한 자기복제 프랙털)
(https://youtu.be/Iq3p1M3ZTFE )
▪ 프랙탈 영상 시청 (무한 자기복제 프랙털)
(https://youtu.be/Iq3p1M3ZTFE )

▪ 재사용 관련 기사 읽기
- 코드 재사용에 대해 토론해보기
도입
▪ 동영상 시청(다큐프라임-문명과 수학, 하노이타워)
(https://youtu.be/9i51uoTF9qQ )
▪ 실제 하노이 타워를 옮기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 발표하기

▪ 재귀 함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 재귀란 어떤 문제 A 가 문제 A 자신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 순환(recursion) : 알고리즘이나 함수가 수행 도중에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

전개

그리는 손(모리셔 에셔,1948)

두개의 신비(르네 마그리트, 1966)

▪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알아보자. 학생 활동 자료를 참고한다.

▪ 수학에서, 피보나치 수(영어: Fibonacci numbers)는 첫째 및 둘째 항이
1 이며 그 뒤의 모든 항은 바로 앞 두 항의 합인 수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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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처음 여섯 항은 각각 1, 1, 2, 3, 5, 8 이다. 편의상 0 번째 항을 0 으로 두기
도 한다.
▪ 온라인 저지 사이트(http://codeup.kr)에 접속하여 피보나치 문제를 해결해
보자

▪ 피보나치 문제에서 자연수 N 이 20 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코드의 중복에 대해 토론해보자.

▪ 메모이제이션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피보나치
수열을 다시 구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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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값을 재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 시간 복잡도를 비교해보고
자원의 재사용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는지를 토론해보자.
▪ 하노이 타워에 대하여 알아보자.
- 순환의 파워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 자료를 보고 문제를 이해한다.

출처 : https://ehpub.co.kr/
▪모형을 가지고 하노이 타워를 직접 이동해보면서 알고리즘을 구상하고 친구들
과 토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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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저지 사이트(http://codeup.kr)에 접속하여 하노이 타워 문제를 해결
해보자.

▪ 재귀 함수를 이용하여 자원 재활용률에 따라 자원 활용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생각하자.

정리

▪ 자원의 재활용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하자.
▪ 완성된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느낀점을 발표해본다.
▪ 재사용과 재활용의 측면에서 서로 토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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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미술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3 학년

중심과목
성취영역
영역

[고등학교] 표현과 확장

중심과목
성취기준

[12 미창 02-03]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영상 등 장르별 표현 매체를 연계
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조소의 확장과 현대 미술

차시

13 ~ 15

학습목표

1. 평면과 입체의 경계가 사라지는 조소의 확장 개념을 탐색할 수 있다.
2. 현대 미술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연계과목

통합과학 [10통과07-03]
연계과목
생물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성취기준 영역 생태계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통합과학

S 동·식물의 해부학적 구조와 특징
T
STEAM
요소

E 키네틱아트 제작을 위한 공학적 방법 활용
A 현대미술의 영역과 표현 기법
M

개발 의도

현대미술의 주요개념인 오브제와 다양한 미술 사조를 이해하고 현대 미술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현대 미술은 실제로 그 개념을 설명하기가 매우 막연하다. ‘무엇을 두고 현대
미술이라 하는가?’, ‘언제부터 시작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 자체가 임의적일 뿐만 아니라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마저 있다. 이에 본 융합수업 모형에서는 학생들이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
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 현대 미술이 주는 시대적 특징과 다양한 미술 사조를 이해하고
미술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융합수업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오브제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수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와 이를 작품으로 직접 제작하는 동안 학생들의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다.
또한 심화과정으로써 키네틱아트 작품을 제작해보도록 지도한다면 공학적 사고력도 함께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상
STEAM 황
학습준거 제
시

▪ 현대미술의 시작과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오브제와
레디메이드는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토론해 보자.

창
의
적
설
계

▪ 버려지는 기계의 부품이나
폐기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동·식물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보자.
▪ 발상의 전환을 통해 움직이는
새로운 조형작품을 제작하고
감상해 보자.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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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과정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갖자.
▪ 자원의 순환과
새로운 활용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자.

감
성
적
체
험

단원명

조소의 확장과 현대 미술
시수

활동명

13 ~ 15

움직이는 입체 조형물 만들기

상

난이도

차시

[12미창01-04] 정보 수집의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12미창02-01] 조형 요소와 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미창02-04] 타 학문과 타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확장되는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활용
할 수 있다.

교과역량

활동 개요

학습목표
준비물

■ 미적 감수성

□ 시각적 소통

□ 창의·융합

■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진동 모터를 이용하여 정적인 결과물이 아닌 동적인 결과물을 제작하고 키네틱이라는 현대
미술의 장르를 이해해 본다.
어셈블리지 기법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입체작품을 만들고 다양
하게 꾸며 볼 수 있다.

학습형태

개별 학습

칫솔, 진동모터, 건전지, 글루건 등

학습단계

교

수 ․ 학

습

활

지도 및 평가

동

유의사항

- 얀센의 작품과 같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키네틱 작품을
수업열기

감상하고 움직임을 이야기해 본다.
- 움직이는 조각품과 로봇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본다.
- 교사는 키네틱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설명한다.

Co

- 진동 모터의 활용도와 생활 속의 이용 상황을 설명한다. 준비하고 때로는 버리는
- 핸드폰에서 진동모터를 분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핸드폰을 분해하여 준비할

Co

활동
전개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 가능)
CD

- 진동 모터는 동전형 건전지와 결합하여 작동한다.

CD

-

+ ,- 의 전극을 전지에 연결하여 모터가 작동됨을

확인하고 다양한 표현법으로 제작한다. 전선의 결합과 칫솔 등
과의 접착은 글루건을 이용하여 고정, 접착한다.
정리 및

- 전동 모터는 동전형으로

Co

ET

움직임을 이용한 창의적인 표현이 효과적인지 평가한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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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의 경우 역시 동전
형태의 얇고 둥근 형태를
이용하여야 표현의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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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 ~ 3

▪ 그림과 같이 길이가 인 선분을 등분하여 가운데 선분을 제거한다. 남은 각 선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두 수열  ,  의 극한을 추측해 보자.
1.  은 [단계]에서 남은 선분의 개수

2.  은 [단계]에서 남은 선분 중 개의 길이

▪ 폴란드의 수학자 시어핀스키(Sierpinski, W., ~)는 넓이가 인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합동인 네 개의 정삼각형 중 가운데 정삼각형을 제거하고 남아 있는
세 개의 정삼각형에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생각하였다.
이것을 시어핀스키 삼각형(Sierpinski triangle)이라고 한다.

1. 남아 있는 정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추측해 보자.
2. 남아 있는 정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추측해 보자.

▪ 플라스틱 사용량 및 국가별 쓰레기 재활용률

사용량과 재활용률을 보고 매년 플라스틱의 사용량 증가 상태를 조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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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을 색칠하면서 무한합         ⋯ 을 구해보자.






 

따라서         ⋯ 

 


임을 알 수 있다.





▪ 정사각형을 색칠하면서 무한합         ⋯ 을 구해보자.









따라서         ⋯ 


 




▪ 정사각형을 색칠하면서 무한합         ⋯ 을 구해보자.









따라서         ⋯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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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다.







⋯ 
▪  







임을 설명하여라.











 ⋯ 과  


 ⋯ 을 구해보자.
▪ 정사각형을 색칠하면서 무한합   















 ⋯ 
따라서   













 ⋯ 
,  







▪ 자원별 매장량과 잔여 사용가능 시간에 대하여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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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개요서

< 개요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토론에 필요한 용어 개념정리

2 .논제에 대한 입장 밝히기

3.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4. 예상되는 반론 및 반론에 대한 근거

5. 결론

1. 논제 :

▪ 토론 에세이

논제:

토론 전
나의 생각

오늘 주제에 대한 토론 후 찬반내용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최종적인 생각을 적어보자.

토론 후
나의
생각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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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배심원 판정표
학년

반

번

이름 :

논 제
찬성 팀 :
토론자
반대 팀 :
평가 기준
공통 항목

언어적 태도(목소리, 속도, 말투 등)의 적절성
토론의 예절과 규칙 준수 여부

찬성 팀 점수

반대 팀 점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토론의 쟁점을 잘 포착했는가?
입

론

논점은 참신했는가?
논거가 적절한가?
논거가 타당한가?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잘 지적했나?

반

론

반론의 논거는 타당한가?
반론거리를 모두 지적했는가?

최종 발언

토론의 핵심 쟁점을 잘 정리했는가?
자기 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부각했는가?
합

총

계

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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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차시

4 ~ 6

성간 물질의 재활용
별자신이 원시별이라고 가정하고 별의 초기 질량에 따라 어떤 진화를 겪게 되는지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1. 자신이 원시별이라고 가정하고 별의 초기 질량에 따라 어떤 진화를 겪게 되는지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2. 태양이 진화하여 별의 죽음 단계에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왜성을 만든다면, 이것들을 재활용하여
태양계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여 보자.

자료출처

▪지구과학 I, 비상교과서, 이기영외 5 인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서론, 대한교과서, 마이클 지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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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의 재활용
인터넷을 통해 충돌은하를 찾아보자.
1. 충돌 은하의 사진을 스크랩을 모아보자.

충돌하고 있는 NGC4038 과 NGC4039
2. 우리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충돌할 때 관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유한한 재활용
▪ 밤하늘의 변화를 예측하여 스케치하여보자.

100억년후

1000억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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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년 후

▪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여 우주 거대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여 보자.

우주 거대 구조

자료출처

우주의 미래

▪지구과학 I, 비상교과서, 이기영외 5 인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서론, 대한교과서, 마이클 지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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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 ～ 9

신재생에너지란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이 있다.
1. 신 · 재생 에너지의 등장 배경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자원의 고갈과 함께 국제 가
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화석 연료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
식되면서 그 사용량이 많은 국가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
해지고 있다.

2. 신 · 재생 에너지의 특징
① 신 ·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달리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다.
② 오염 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 친화적이다.
③ 화석 연료에 비해 비교적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한다.
④ 발전소를 건설할 때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⑤ 개발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낮은 편이다.
3. 신 · 재생 에너지의 종류
1) 태양광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2) 태양열
태양열이용시스템(집열부, 축열부 및 이용부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성질과 광열학적성질
을 이용분야로한 태양열 흡수·저장·열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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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
풍력발전시스템(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변환장치 및 제어장치
로 구성)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
를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
4) 연료전지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酸化)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
는 기술

5) 수소에너지
수소를 기체상태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에너지
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6) 바이오 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되는 유기물(주로 식물체) 및 동 유기물을 소비하
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바이오매스)의 에너지

7) 폐기물 에너지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
기술, 성형고체연료의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의 가공·처리 방법을 통해 연료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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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수기술 등

8) 석탄가스화․액화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반응시켜 일산화탄소와 수
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하여 정제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발전
기술

9) 지열
지표면으로 부터 지하로 수m(미터) 에서 수㎞(킬로미터)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천)과 돌(마그마)
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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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력
개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용량 10,000kw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

11) 해양에너지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한 조력발전과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파력
발전, 해저층과 해수표면층의 온도 차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발전하는 온도차 발전

12) 수열
해수(海水)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http://blog.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https://www.knrec.or.kr/energy/energy_intro.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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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흐눈송이
아래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의 각 변에 코흐곡선을 얻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코흐눈송이를 얻을
수 있다.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코흐눈송이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삼각형의 각 변에 코흐곡선을 얻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도형의 길이와 극한값을 생각해 보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1단계

2단계

도형

길이

2. 코흐눈송이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삼각형의 각 변에 코흐곡선을 얻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극한값을 생각해 보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1단계

도형

넓이

▪ 시어핀스키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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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1. 각 단계별로 색칠한 삼각형의 수를 구하여보자.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n단계

삼각형의 수

2.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할 때 각 단계의 색칠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보자.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n단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3. 삼각형의 넓이가 1이라고 할 때 각 단계의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보자.
단계
삼각형의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n단계

넓이

4.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사항을 채워 보자. (처음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  이라 둔다.)
단계
0단계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 한 변의 길이

모든 삼각형의 둘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n단계
이

무한이 커질 때 삼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

5.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사항을 채워 보자. (처음 삼각형의 넓이 :  이라 둔다.)
단계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 한 개의 넓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n단계
이

무한이 커질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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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삼각형의 넓이

▪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 있다. 이 정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9등분한 후 가운데의 사각형을
잘라내었다. 남아있는 정사각형 각각을 다시 9등분하여 가운데 사각형을 잘라내었다. 이런 방법으로
무한히 잘라 나갔을 때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인가?

처음 잘라낸 부분의 넓이는 (

), 두 번째 잘라낸 부분의 넓이는 (

세 번째 잘라낸 부분의 넓이는 (

)

), 네 번째 잘라낸 부분의 넓이는 (

이렇게 무한히 잘라낸 부분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
따라서 잘라낸 부분의 넓이는 (

) ⋯

)와 같은 무한합으로 나타난다.

) 이므로, 잘라내고 남는 부분의 넓이는 (

)이 된다.

▪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만들기
평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간에서도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응용한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평면에서 정삼각형으로 출발한 것과는 달리 정사면체에서
시작한다.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는 모서리의 중점을 연결하여, 꼭지점에 새로 만들어진 네 개의 작은
피라미드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남아있는 피라미드 한 개를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이다.

1. 다음 표를 완성해보자.
단계

남은 정사면체

제거된 정사면체

남은 정사면체의 넓이



0
1
2
3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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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형 만들기
가. 정사면체 만들기(0단계 피라미드)
정삼각형 4개로 구성된 정사면체의 전개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사면체를 만든다.

나. 1단계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만들기
위에서 만든 정사면체 4개를 테이프로 서로 결합하여 1단계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를 만든다.
다. 2단계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만들기
1단계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를 4개 모아 테이프로 서로 결합하여 2단계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를
만든다.

[0단계]

[1단계]

[2단계]

라.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 멩거스펀지 만들기
맹거스펀지의 겉넓이는 내부가 점점 생겨남에 따라 겉넓이가 넓어진다.
1단계의 겉넓이가 1이라 두었을 때,
2단계의 외부 겉넓이는 8/9, 내부 겉넓이는 4/9이다.
3단계의 외부 겉넓이는 8/9*8/9, 내부 겉넓이는 4/9*8/9 + 80/81이다.
4단계의 외부 겉넓이는 8/9*8/9,
내부겉넓이는 4/9*8/9*8/9 +80/81*8/9 + 1600/729이다.
맹거스펀지의 겉넓이는 등비급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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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이 나오고, 공비가 160/9인 등비급수이므로, n이 무한대로 가면 공비가 1보다 크므로
값은 무한대가 된다.
따라서 맹거스펀지로 단계를 반복할수록 표면적의 합이 점점 커지고 , 부피는 점점 작아진다.
결국 무한히 이 과정을 반복하면 표면적의 합은 무한히 커지지만, 부피는 0이 된다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일이다. ‘수학이 아름답다’는 전제가
맞다고 할 수 있는 실제 예라고 할 수 있다.
1. 20개의 큐브 중 모서리 가운데 위치할 12개는 두 밑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주고 꼭짓점에 위치 할 8개는 그냥 둔다.

2. 양면테이프를 부착한 것 4개 부착하지 않은 것 4개를
가져온다.

3. 8개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놓는다. 테이프를 부착하지
않은 것은 꼭짓점에 부착한 것은 모서리 가운에 오도록
테이프를 붙인 방향에 주의하여 놓는다.

4. 위와 같은 순서로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가운데 구멍이
난 정사각형을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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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멍 난 정사각형 2개를 만든다.

6.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4개의 큐브를 4개의 꼭짓점에 올려놓고
2개를 연결한다.

7. 맹거스펀지 1단계 완성!
8. 위에서 만든 맹거스펀지를 또다른 하나의 정육면체로 생각하여
과정을 반복해서 맹거스펀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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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 ~ 12

피보나치 수열 수학에서, 피보나치 수(영어: Fibonacci numbers)는 첫째 및 둘째 항이 1 이며
그 뒤의 모든 항은 바로 앞 두 항의 합인 수열이다. 처음 여섯 항은 각각 1, 1, 2, 3, 5, 8 이다.
편의상 0 번째 항을 0 으로 두기도 한다. 피보나치 수가 처음 언급된 문헌은 기원전 5 세기 인도의
수학자 핑갈라가 쓴 책이다. 유럽에서 피보나치 수를 처음 연구한 것은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로 토
끼 수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수에 대해 언급했다.
n 번째 달의 토끼 수는 첫 달에는 새로 태어난 토끼 한 쌍만이 존재한다.
두 달 이상이 된 토끼는 번식 가능하다.
번식 가능한 토끼 한 쌍은 매달 새끼 한 쌍을 낳는다.
토끼는 죽지 않는다.
따라서 첫 달에는 새로 태어난 토끼 한 쌍이 있고, 두 번째 달에는 그대로 토끼 한 쌍, 세 번째
달부터는 이 토끼 한 쌍이 새끼를 낳게 되어 토끼가 2 쌍이 되고, 네 번째 달에는 3 쌍, 다섯 번째
달에는 5 쌍이 된다. 이때 n 번째 달에 a 쌍의 토끼가 있었고, 다음 n+1 번째 달에는 새로 태어난
토끼를 포함해 b 쌍이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다음 n+2 번째 달에는 a+b 쌍의 토끼가 있게 된
다. 이는 n 번째 달에 살아있던 토끼는 충분한 나이가 되어 새끼를 낳을 수 있지만, 바로 전 달인

n+1 번째 달에 막 태어난 토끼는 아직 새끼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위키백과
▪컴퓨터 개론, 김종훈, 한빛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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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 ~ 12

재귀함수 컴퓨터 과학에 있어서 재귀(再歸, Recursion)는 자신을 정의할 때 자기 자신을 재참조하
는 방법을 뜻하며, 이를 프로그래밍에 적용한 재귀 호출(Recursive call)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또 사진이나 그림 등에서 재귀의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재귀 함수의 'recursive'는 ‘반복되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재귀 함수는 어
떤 일을 하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불러서 함수가 실행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n 까지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프로그램하기 위해 3 까지의 합을 구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
다. 계산식 3＋2＋1 의 경우, 3＋2 까지의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까지의 합도 2
＋1 까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요. 따라서 n 까지의 합은 ‘n＋n－1 까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 까지의 합을 구하는 위 함수를 sum(n)이라고 이름 짓는다면 sum 함수 안에서 또
sum 함수를 불러서 계산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귀 함수는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프랙털 도형이 자기 자신과 같은 모양의 작은 도형을 무한
개 그리는 모습을 재귀 함수의 예로 들 수 있지요. 피보나치 수열이나 하노이의 탑 알고리즘 또한
다음 수열이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앞 수열의 수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재귀 함
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재귀 함수는 이처럼 똑같은 구조의 함수를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프
로그래밍에 재귀함수를 적용하면 연산식은 재귀함수를 이용하여 연산을 끝없이 반복하게 되지요.
만일 재귀 함수를 이용한 연산을 끝내려면 연산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인 '탈출 조건'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탈출 조건이 정해지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연산을 멈추지 않는 무한 루프 상태에 빠
지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재귀함수 [recursive function] (천재학습백과 초등 소프트웨어 용
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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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 ~ 12

메모이제이션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일한 계산을 반복해야 할 때, 이전에 계산한 값을 메모리에 저
장함으로써 동일한 계산의 반복 수행을 제거하여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이다. 동
적 계획법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메모아이제이션이라고도 한다. 모이제이션은 글자 그대로 해석
하면 ‘메모리에 넣기’라는 의미이며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 memorandum 에서 파

생되었다. 흔히 메모라이제이션(memorization)과 비슷하지만 구분되는 용어이다. 메모이제이션이
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도널드 미치(Donald Michie)이다. 1968 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
〈Memo functions and machine learning〉 에서 처음으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예시는 피보나치 수열이다.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재귀함수를 f 라고 하자.
예를 들어 4 번째 피보나치 수열은 f(4), 즉 f(4) = f(3) + f(2) 이다. 다시 f(3)는 f(2) + f(1)이므로
결국 f(4) = f(2) + f(1) + f(2)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표현한 최종적인 f(4)는 f(1) + f(0) +
f(1) + f(1) + f(0)와 같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각화해 보자.
위와 같이 5 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데 함수 f 를 호출하는 횟수는 총 15 번이다. 위의 예시에
서 중복해서 계산하는 값만 따져 봐도 f(3)이 2 번, f(2)가 3 번, f(1)을 5 번, f(0)을 3 번 계산한다.
15 번의 계산 중에 무려 11 번을 중복해서 계산하는 셈이다. 비록 위 예시는 비교적 작은 값을 제
시했지만, 피보나치 수열을 순진(naive)한 방법으로 구할 경우 시간복잡도는 피보나치 수열의 값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즉 O(1.6N)다.

그러나, 이미 문제를 풀어봤는지 확인하면서 같은 문제의 풀이는 재활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이하
면 그림과 같이 9 번의 계산만을 수행하면 되며, 이 중에서도 2 번은 계산 없이 기존에 풀이했던
동일한 문제의 정답을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이처럼 하위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계산했는지 확인해
가며 하향식으로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메모이제이션(Memoization)이라고 한다.
메모라이제이션(Memorization)이 아니다. 주의! 또한 상향식 풀이는 타뷸레이션(Tabulation)이라
는 용어로 별도로 지칭한다.
▪위키백과
자료출처

▪파이썬 알고리즘 인터뷰 p.628, 책만, 2020
▪C 언어로 쉽게 풀어 쓴 자료구조, 천인국, 생능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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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 ~ 15

어셈블리지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인공물, 즉 발견된 오브제의 파편을 모아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1953 년에 뒤뷔페가 만든 용어로 나비의 날개를 모아 제작한 작품의 제목
을 <지문의 어셈블리지(Assemblages d’empreintes)>라고 이름 붙인 데서 유래되었다. 어셈블리
지는 입체주의의 콜라주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되었는데, 뒤뷔페는 어셈블리지의 의미를 더 확
장시켜 스펀지와 나무 조각 등의 파편으로 구성한 작은 조각품에도 적용시켰다. 콜라주와 구분하
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미술 이론가들은 어셈블리지를 입체 작품에만 적용시
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어셈블리지는 정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고, 포토몽타주나 실내
장식 분야에서도 적용되었다. 어셈블리지의 기원은 1910 년대에 피카소가 제작한 입체주의 콜라주,
다다, 초현실주의, 슈비터스(Kurt Schwitters)의 작업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뒤샹, 타틀린
(Vladimir Yevgraphovich Tatlin), 네벨슨(Louise Nevelson) 등이 뒤뷔페 이전에 이미 어셈블리
지 작업을 했다. 어셈블리지라는 용어는 1961 년 뉴욕현대 미술관에서 개최된 《어셈블리지 예술
(The Art of Assemblage)》 전시 이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레디메이드 공장에서 생산된 용품을 원래의 기능으로부터 떼어 예술 작품으로 활용한 것을 의미한
다. 이때 기성품들은 외관의 변화 없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사용되는데,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장소
에 놓이게 되면서 원래의 의미와 기능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최초의 레디메이
드는 뒤샹의 <샘>이다. 뒤샹은 레디메이드를 통해예술 작품에 대한 전통적인 전제 조건인 예술가
의 손을 통한 작품의 제작, 작품의 원본성과 유일성에 대한 시각을 전복하며 예술가의 손재주가
표현되는 제작 행위보다 아이디어가 우선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오브제 작가에 의하여 발견, 선택되어 변형시키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로, 또는 최소한으로 변형된
상태로 미술 작품으로 사용된 사물을 뜻한다. 자갈, 조개껍데기, 나뭇가지등 자연물일 수도 있고
도기, 주물, 기계 부품 등 인간에 의하여 제작된 인공품이 될 수도 있다. 발견된 오브제의 사용은
다다 작가들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후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초현실
주의자들은 발견된 오브제를 원래 그것이 속했던 익숙한 환경이나 용도로부터 분리하여 예상치 못
했던 새로운 관계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신비로운 정신의 심층 세계를 향한 문을 열어 주고자 하였
다. 여기서 발견된 오브제의 핵심 개념은 ‘사물을 발견한 예술가가 미학적 사물로서 오브제를 발견
할 기회를 포착하고, 전시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물체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발견된 오브제는 레디메이드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레디메이드가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 그대로 작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라면, 발견된 오브제는 주로 어셈블리지나 콜라주 형식의
단위 요소로서 작품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 미술사전, 2015, 미진사
자료출처

▪네이버 캐스트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창작 교사용 지도서, 2018, 미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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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어, 현대미술의 세계로!

Assemblage 작품계획서 및 자기평가서
학번

성명

표현 대상

1.
표현 대상의 특징

2.

(형태와 생물학적

3.

구조와 특징 등)

4.
5.

아이디어 스케치
(완성도)

준비할 표현 재료
(오브제 목록)

평가 내용
§
§

나는 수업 준비를 잘 하였는가?
오브제는 표현대상의 특징을 잘 표현하
고 있는가?

§

작품의 제작계획은 적절한가?

§

성실하게 작품 제작과정에 참여하였는

내 작품 평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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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척도
잘함

보통

미흡

비고

5. 교사자료
차시

4 ~ 8

1. 태양의 일생(진화)

1) 주계열성
이 단계는 별이 가장 오래 머무르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다. 이 때 별은 중심핵에서 수
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반응이 진행 중이며, 많은 양의 열과 빛을 생산하며, 우주
공간으로 내보낸다.
2) 적색거성
이 단계는 별의 중심핵에서 일어나던 수소핵융합반응이 더 이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내부
에서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 중심핵이 수축한다. 이 수축하는 중심핵에서 나오는 중력 수
축에너지로 인해 중심핵의 외부의 기체들은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 별의 표피부가 점점 팽
창하게 된다.
3) 행성상 성운
이 단계에서는 별의 중심핵이 더 이상 별을 이루고 있던 기체들을 잡아둘 수 없게 되고,
표피부가 우주 공간으로 계속 빠져 나가며, 행성상 성운을 이룬다. 이때의 별은 질량의 대
부분을 잃게 된다.
4) 백색왜성
별의 중심핵은 천천히 수축을 하고, 수축을 멈추게 되면 천천히 식어가게 된다. 이때 별
의 크기는 지구정도의 크기로 매우 작아지게 되며, 남아 있던 열과 빛을 우주 공간으로 서
서히 방출하게 된다.
2. 외부 은하의 분류
1) 허블의 은하 분류 계열
허블은 우주내의 여러 가지 외부 은하들을 형태에 따라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등으
로 분류했다. 또 이러한 일반적인 은하 외에도 전파은하와 퀘이사와 같이 특수한 외부은하들도
있다. 허블은 은하가 그림과 같이 타원 형태에서 불규칙한 형태로 향하는 진화 과정을 보인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이 분류 계열은 은하의 나이나 진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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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블의 은하 분류

① 타원은하(E로 표시)
구에 가까운 것부터 아주 납작한

타원에 이르기까지 모양이 다양하다. 외부 은하 중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중심핵이 가장 밝고 밖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② 나선은하(Spiral Galaxy)
밝은 중심핵과 그곳에서 뻗어 나온 나선형 팔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등이 나선 은하에 속한다. 중심에 뚜렷한 막대 모양이 있는 은하를 막대나선 은하,
막대 모양이 없는 것을 정상나선 은하라고 한다.
나선팔이 빽빽한 정도에 따라 Sa, Sb, Sc형으로 나뉜다.
Sa형 정상 나선은하는 고르고 희미한 팔들이 중심부 둘레로 감겨져 있으며 거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중간형인 Sb형 은하는 팔이 좀 더 벌어져 있고 Sc 은하는 중심부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막대 나선은하는 SBa 부터 구분된다.
③ 불규칙 은하
불규칙 은하들은 대칭적이거나 규칙적인 구조를 이루지 않는다. 별을 분간할 수 있는지와
먼지 흡수띠가 있는지에 따라 IrrⅠ형과 IrrⅡ형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마젤란
은하는 Irr I형이다.

타원은하(E0)

타원은하(E2)

정상나선은하(Sb)

정상나선은하(Sc)

막대 나선은하(SBb)

불규칙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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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은하의 충돌
우리 은하는 지금으로부터 40억 년후에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며 충돌 동안에 중요한 변신
을 하게 될 운명이라고 한다. 태양은 우리 은하의 새로운 지역으로 던져질 것이지만 우리의
지구와 태양계는 파괴되는 위험을 겪지 않는다.

일련의 사진들은 우리 은하와 이웃한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의 예측된 합병을 보여준다.
① 지구에서 바라본 현재의 밤하늘.
② 20억 년에 접근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원반이 눈에 띄게 더 커짐.
③ 37억 5천만 년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시야를 가득 채움.
④ 38억 5천만 년에 하늘은 새로운 별 형성으로 빛남.
⑤ 39억 년에 별 형성이 진행중.
⑥ 40억 년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늘어지고, 우리 은하는 뒤틀림.
⑦ 51억 년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가 밝은 쌍으로 나타남.
⑧ 70억 년에 합병된 은하들은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하고 그것의 밝은 중심부는 밤하늘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Credit: NASA; ESA; Z. Levay and R. van der Marel, STScI; T.
Hallas, and A. Mell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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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하의 병합

중력적으로 묶여있는 은하들은 서로 충돌하여 새로운 형태의 천체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또한 큰 은하는 작은 왜소 은하들을 중력적으로 잡아먹게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하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며, 새로운 별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5. 항성(별) 형성 정지
현재 우주의 물질 중, 양성자와 중성자 등의 중입자의 대부분은 천체, 특히 항성과 성간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고있다. 항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한다. 가벼운 항성은 백색왜
성으로 일생을 마무리한다. 무거운 항성은 초신성 폭발로 물질의 대부분을 방출하여 성간물
질로 돌아가며, 방출되지 않은 부분은 질량에 따라 중성자성이나 항성 블랙홀이 된다.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다시 항성이 형성된다. 이렇게 중입자는 재활용되지만, 항성 진화
과정에서 백색왜성, 중성자성, 항성 블랙홀 등의 밀집성의 형태로 고정되는 질량이 있기 때
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용되는 중입자의 양은 점차 줄어 성간물질이 고갈될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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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새로운 항성 형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항성 형성이 정지되기까지는  년 정도
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성형성이 정지될 경우, 우주에는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천체
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우주에서는 주로 식어가는 밀집성의 열에 의해
방출되는 적외선과 전파가 관측될 것이다.

자료출처

▪지구과학 I, 비상교과서, 이기영외 5 인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서론, 대한교과서, 마이클 지일락
동영상 제목

[다큐]하블이 본 경이로운 우주

수십억 년 만에 하나로.. 충돌 앞둔 4개의
은하/YTN
EBS 클립뱅크(Clipbank)-원소의 탄생(Birth
of an Element)

동영상 URL
https://www.youtube.com/watch?v=TE7Y95FoumE

https://www.youtube.com/watch?v=Zh43IblpbhI)

https://www.youtube.com/watch?v=7-8wag_52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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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 ～ 9

▪ 친환경 도시로 가는 에너지 자립마을
1. 에너지 자립마을( Energy zero village)

이란?

기후 변화 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 마을을 의미한다.
미세 먼지 등 환경 문제 와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에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이전에 사용 에너지를 줄이고

성공적 에너지 자립 마을은 다양한
최대한 재활용후 부족한 부분을 생산

보충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 고 단열 건축 자재 사용

- 주변 지형 활용 과 방위에 맞는 건축.

- 열 교환 및 순환식 급, 배기 및 하향식 환기 시스템.
- 낮은 소비 전력 교체 및 저 에너지 소비 습관화.

- 로컬 푸드 및 건강한 먹거리 자가 생산.

3. 에너지 생산
① 태양광 에너지(태양광 발전시스템) -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② 태양열 에너지 - 태양광선의 파동성질 과 광열학적성질을 이용 분야로 한 태양열 흡수·저장·열
변환을 통하여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
③ 수력에너지 : 댐등 물의 압력을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 최근에는 소형 수력발전소등 활용 적은
물의 힘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④ 풍력 에너지 -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
⑤ 연료 전지 -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酸化) 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⑥ 수소 에너지 - 수소를 기체 상태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⑦ 바이오 에너지 -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 되는 유기물(주로 식물체) 및 동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 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바이오매스)의 에너지
⑧ 폐기물 에너지 -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 기술, 성형고체연료의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회수 기술 등의 가공·처리 방법을 통해 연료를 생산
⑨ 지열 에너지 - 지표면으로 부터 지하로 수m 에서 수㎞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천)과
돌(마그마)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나. 우리나라의 친환경 도시
지역
충남 아산
충북 청주
경부 경주

사업 개요
가축 분뇨 시설에서 바이오 가스 생산 및 발전, 발전과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
한 폐열을 농장과 공장에 활용
음식물 쓰레기 폐수와 하수 찌꺼기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 및 발전, 이때 발생한 폐열
을 농장과 난방에 활용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전, 이때 발생한 폐열을 캠핑장과 온실에 활용. 이를 관광
단지와 연계한 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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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하수 처리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과 이를 활용한 전기 자전거 도입 , 주변 생태 습지와
화랑 설화마을 연계

경분 양산

가축 분뇨로 바이오가스를 생산 및 발전, 이때 발생한 폐열을 농장과 난방, 온수에 활용

강원 인제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전, 이때 발생한 폐열을 특산물 농장에 활용

충북 음성
제주

유기성 폐기물 시설에서 바이오 가스 생산 및 ㅂㄹ전, 이때 발생한 폐열을 온실에
활용, 이를 체험 관광과 연계
유기성 폐기물 시설에서 바이오 가스 생산 및 발전, 이때 발새애한 폐열을 특산물
농장에 활용

다. 폐기물 에너지
1. 폐기물 에너지란?
산업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연성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와 에너지로 이용 가능하게끔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을 말한다.
구분
가연성 폐기물
(종이, 비닐, 플라스틱, 폐목재 등)
유기성 폐기물
( 음식 쓰레기, 하수 슬러지,
가축분뇨 등)

폐기물 에너지 종류로는
처리

결과

파쇄, 분리, 건조, 성형 등

고형연료 생산

사료, 퇴비화, 해양투기 아닌
미생물 처리 등

바이오가스. 고형연료 생산

소각여열

일부 회수

열, 전기 생산

매립가스

소각처리 정제

열, 전기 생산, 자동차 연료

산업 폐가스

일부 회수

열 전기 생산

2. 폐기물 에너지의 장·단점
각종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문제가 감소할 뿐더러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고체, 액체, 가스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으
로 변형이 가능하므로 활용가치가 높고, 에너지 이용 과정 중 열이 사용되므로 지역에 난방열 공급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체를 주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 시설
및 다양한 처리 기술이 요구되어 초기 투자비용이 높을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소각 시에 배출되는 환
경 오염 물질과 생산 및 보관 시에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 물질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현황
폐기물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미국은 고형폐기물의 소각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량이 활
성화 되어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2,900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에너지로 이용된다. 유럽의 경우 소각
시설의 폐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다양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을 통해
화력발전소나 시멘트 공장의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 간 고형연료의 거래도 활발하다.
일본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을 약 70개 가동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생
활폐기물을 소각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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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친환경에너지 토론 수업 지도 (배심원 토론)
1.

특징
배심원 토론은 다른 여러 형식의 토론에 배심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토론 방식이다. 대표 토론이나

공개토론을 할 경우 토론의 주체가 되는 학생은 보통 4명에서 6명 많으면 10명 남짓이다.
그럴 경우 나머지 학생들을 토론의 방관자가 아닌 직접적 참여자로 북돋아주는 토론이다. 주 토론자
외에 나머지 학생들을 배심원으로 지정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전체의 역할을 설정
해야 한다.
★ 모두가 토론에 참가하기 위하여 찬성팀, 반대
팀, 배심원, 관중석등으로 자리 배치하여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참가할수 있도록 한다.
★배심원팀은 찬성팀과 반대팀을 모두 바라보며
경청하며 질문할 수 있으며 설득의 대상이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청중평가단은 오늘의 토론에서 우수토론
자를 선정할 수도 있도록 한다.
★사회자는 전체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시간초과 시 안내한다.

2. 토론의 진행
1) 토론 주제를 미리 과제로 제시하여 다양한 참고자료 조사가 가능하게 한다. 과제로 제시되지
않으면 기본배경지식이 없으므로 수준 높은 토론을 하기 힘들다. 토론 개요서 작성은 과제 제시
나 또는 따로 시간을 1시간 할애하여 미리 작성하게 지도한다.
2) 개인별 토론 개요서를 모두 작성 후 팀 구성은 한 팀당 12 - 13명의 학생으로 구성하여 모든
모둠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찬성팀 입안자. 찬성팀 반론자,

찬성팀 요약자 , 찬성팀 조장 , 반대팀 입안자. 반대팀 반론자,

반대팀 요약자 , 반대팀 조장, 사회자, 전체 토론 내용 기록자, 배심원으로 팀을 구성한다.
모든 토론의 형식은 원탁이나 찬반 토론, 모의재판 토론 등 다양한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되,
주 토론자 외에 나머지 학생들을 배심원과 청중평가단으로 지정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 없도록 전체의 역할을 배정한다.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토론의 진행전체 과정을 지켜보고, 질문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청중 평가단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배심원과 청중평가단의 역할 배분을 통해 토론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여 토론의 방관자
가 아니라 중요한 참여자의 한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 https://korealand.tistory.com/1913/ 국토교통부 정책
자료출처

‧ 퓨쳐에코 임호동 기자
‧ 비상교과서 과학탐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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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출판사 교과서 과학탐구실험
‧ 두산백과
‧ 부산시교육청(2015) 과학교육아카데미 과학과 토의․토론수업 길라잡이
‧ [네이버 지식백과] 폐기물에너지 [waste energy] (두산백과)
‧ 수학의 무한 철학의 무한 (프랑수아즈 모노외르 외 10명, 박수현, 해나무 , 2008)
‧ https://blog.naver.com/bhjang3/140196311873
‧ 프랙탈 곡선(코흐 곡선,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멩거스펀지)
‧ http://www.fractalartcontests.com/2000/en/entry-004-7.htm
‧ [네이버 지식백과] 자원의 순환, 재사용과 재활용
동영상 제목
재활용으로는 부족하다. 떠오르는 환경 지키미
‘새활용’
롼경과 미래 “자원순환‘

동영상 URL

https://www.youtube.com/watch?v=wpSuirQE4tc
https://www.youtube.com/watch?v=oRS4lmy7f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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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동적계획법

10 ~ 12

수학과

컴퓨터

과학,

그리고

경제학에서

동적

계획법(動的計劃法,

dynamic

programming)이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여러 개의 문제로 나누어 푸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부분 문제 반복과 최적 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더욱 적은 시
간 내에 풀 때 사용한다.
동적 계획법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여러 개의 하
위 문제(subproblem)로 나누어 푼 다음, 그것을 결합하여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각
하위 문제의 해결을 계산한 뒤, 그 해결책을 저장하여 후에 같은 하위 문제가 나왔을 경우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적 계획법은 계산 횟수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이 방
법은 하위 문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 유용하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문제, 행렬의 제곱 문제 등의 최적화에 사용된다. 이것은 동적 계획
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그 중에 최적의 풀이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동적 계획법을 모든 방법을 일일이 검토하여 그 중 최적해를 찾아내는 주먹구구식 방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충분히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동적 계획법은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로는 단순한 재귀함수에 저장 수열(이전의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는 수열)을 대입하는 것 만으로도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동적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요구한다. 그 중에 일부는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재귀 함수를 작
성해야 하는 것도 있고, 아예 이러한 방법으로 동적 알고리즘을 짤 수 없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퍼즐로는 대표적으로 Egg Dropping Puzzle 이 있다.
그리디 알고리즘과의 비교
동적 계획법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주먹구구식의 방법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적 계획법 대신 그리디 알고리즘 이 등장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항상 최적해를 구해주
지는 않지만, 다행히 Minimum Spanning Tree(최소 신장 트리 문제) 등의 여러 문제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이 최적해를 구할 수 있음이 이미 입증되었다.
그리디 알고리즘과 동적 계획법을 비교하자. 우리가 차량 정체 구간에서 A 라는 지점에서 B 라는 지
점까지 가능한 빨리 이동하는 경로를 찾고 싶다고 하자. 이 문제에서 동적 계획법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교통 정체를 전부 감안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아낸다. 반면 그리디
알고리즘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순간순간 교차로가 보일 때마다 가장 빠른 경로를 검
색하여 찾아줄 것이다.
물론 동적 계획법으로 경로를 검색하는 동안 우리가 운전을 잠깐 쉬어야 하듯이, 우리는 동적 계획
법을 사용하면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낸 경로는 (교통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다. 반면 그리
디 알고리즘은 즉효성이 있는 대신, 항상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지는 않는다. 각 구간마다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최적의 경로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동적 계획법은
그리디 알고리즘에 비해 시간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효율적
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역전파 역전파(Backpropagation)는 먼저 계산 결과와 정답의 오차를 구해 이 오차에 관여하는 값
들의 가증치를 수정하여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일정 횟수를 반복해 수정하는 방법이다.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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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파 또는 오류역전파라고도 불린다. 반대말은 순전파이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사슬 규칙을 이용하는 기울기 기반 최적화 알고리즘에 따라 인공신경망(ANN)
을 효율적으로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역전파의 주요 특징은 학습 중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해 가중치 업데이트를 계산하는 반복적이고 재귀적이며 효
율적인 방법이다. 역전파는 네트워크 설계 시 활성화 함수의 파생물을 알아야 한다. 자동 미분은
파생물을 훈련 알고리즘에 자동 및 분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역전파는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 년이 되어서야 등장했다. 엄밀히 따지면 1974 년도에
처음 해결책이 제시되었는데, 그 출처는 당시 하버드 대학원생이었던 폴 웨어보스(Paul Werbos)
의 박사 논문이다. 다층 퍼셉트론(MLP) 구조를 통해 어떤 결과가 예측되었을 때, 그 예측이 틀린
다면 퍼셉트론의 Weight 와 Bias 값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학습이라 말하며,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최적의 Weight 와 Bias 값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문제는 이 다층 퍼셉트론을 이루는
수많은 퍼셉트론 각각의 Weight 와 Bias 값을 구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정할 방법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폴 웨어보스가 역전파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 폴 웨어보스의 혁신적인 논문은 처음
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그만큼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1986 년 제프리 힌턴
(Geoffrey Hinton) 교수가 XOR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은 폴 웨어보스 박사의 역전
파 알고리즘과 동일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동일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따
지면 제프리힌턴 교수가 해결책을 재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료출처

▪위키백과
▪이것이 코딩 테스트다. 나동빈, 한빛미디어
동영상 제목

동영상 URL

무한 자기복제! 프랙탈 / YTN 사이언스

https://youtu.be/Iq3p1M3ZTFE

EBS 다큐프라임 - EBS Docuprime_문명과 수학 3부

https://youtu.be/9i51uoTF9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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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 ~ 15

키네틱아트 실제의 움직임을 구현한 미술 경향을 말한다. 키네틱은 움직임을 뜻하는 그리스어
‘kinesis’에서 유래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키네틱아트는 영화, 해프닝, 시계탑의 태엽
장치 등 수많은 현상을 아우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의미에서 키네틱아트는 콜더의 모빌처럼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혹은 전기나 자기 같은 인위적인 수단으로 움직이는 조각품에 적용된다. 움
직이는 조각이라는 개념은 1909 년 미래주의 예술가들이 처음 제안했으며, ‘키네틱’이라는 용어는
가보와 페프스너가 1920 년 발표한 「사실주의 선언문(Realistic Manifesto)」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즈음에 가보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진동하는 와이어 구조물 조각을 완성했고, 비슷한 시기에
뒤샹은 움직임을 접목한 조각 <회전하는 원반(Rotative Plaques)>을 실험하고 있었다. 만 레이의
1923 년 작 <눈을 찍은 사진을 부착한 메트로놈>도 움직이는 조각의 예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조
형예술의 정적인 특징을 넘어서 시간성을 도입하는 시도였다. 그 후로 30 여 년간 이와 비슷한 종
류의 다양한 실험들이 여러 미술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모호이
너지의 <빛-공간-변조기(Light -Space-Modulator)>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반사 금속판, 투명
플라스틱, 기계 장치 등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된 작품이다. 또 다른 주요 작품으로 콜더
의 모빌 조각과 팅겔리의 기계 조각 <뉴욕에 대한 경의(Homage to New York)> 등을 들 수 있
다. 한편 1950 년대 들어서면서 키네틱아트는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55 년 파리에서 개
최된 《움직임(Le Mouvement)》 전시는 키네틱아트가 독립된 장르로 확립되는 결정적인 행사였다.
키네틱아트는 1960 년대와 1970 년대 초반까지 계속 번성했고 이 기간에는 라이트 아트 등 다른
표현 수단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술가들마다 사용하는 작업 방식이 다양했는데 니콜라스
쇼퍼(Nicholas Schoffe)나 프랭크 말리나(Frank Malina)처럼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부류도 있었
고, 데이비드 메달라(David Medalla)처럼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부류도 있었다. 미라 쉔델(Mira
Schendel)이나 헬리오 오이티시카(Hélio Oiticica)처럼 일부 예술가들은 관객이 작품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1960 년대의 키네틱아트는 정치적으로 급진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1964 년 개관해 키
네틱아트를 전문으로 다룬 런던의 시그널 갤러리가 편찬한 잡지에는 베트남에 대한 미국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실렸다. 1970 년대 키네틱 미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건축과 접목함으로써 구
성주의 전통 안에서 예술의 기능 변화를 추구했다. 한편 1970 년대 들어 키네틱아트는 쇠퇴해 갔
으며, 비디오 아트 등 첨단 기술을 매체로 한 장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모빌과 스테빌 조각이나 공예품 등에서 기계력 혹은 자연력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리키
는 ‘모빌(mobile)’은 일반적으로 콜더의 움직이는 조각 작품을 총칭한다. ‘모빌’이란 용어는 1932
년 그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마르셀 뒤샹이 붙여 준 이름이다. ‘모빌’은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
데 천장에 매다는 모빌과 바닥에 고정된 하부와 움직이는 구조물이 결합된 모빌(standing mobile)
이 그것이다. 1930 년대 초반 콜더가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아 추상 형태의 원반들을 삼원색으로
채색한 후 철사에 매달아 최초의 모빌을 제작하였다. 모빌은 고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움
직임으로써 주변 공간을 가상적 입체로서 보여 준다. 콜더의 모빌은 예술 작품에 움직임을 작품의
조형 요소이자 본질로 수용함으로써 1950~1960 년대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가 되었다. 예술 작품이
색채와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움직임도 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콜더는
키네틱아트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터나 기계에 의한 반복적인 움직임보다는 대기나 바람 등 자연적
이고 유동적인 공기의 기류에의해 움직임으로써 우연의 효과를 창출하는 모빌을 선호하였다. 따라
서 모빌은 우아하면서도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대기의 흐름에 따라 불규칙하게 움직이며
여러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모빌은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의 대비적인 움직임에 의해 우연하
게 변화하는 형태를 연출함으로써 밝고 유쾌한 느낌을 준다. 그러한 모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
테빌(stabile)이 있는데 조각가 장 아르프가 콜더의 움직이지 않는 조각을‘모빌’과 대비시켜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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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stabile)’이란 이름을 붙였다. 스테빌은 완전히 고정된 구조물로서 여러 조각의 다른 형태가 결
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콜더 스티븐스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자동차 기술자, 도안사, 능률기사, 보험회사
조사원, 기계 판매원, 지도 제작자, 기계 디자인의 식자공으로 미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1923 년 뉴욕의 미술학교인 아트 스튜던츠리그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이후 파리에 머물면서 몬드
리안, 미로, 아르프, 뒤샹과 사귀면서 그들의영향을 받았다. 특히 특히 몬드리안에 압도된 콜더는
“몬드리안의 작품을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그 구체적 표현이 ‘움직이는 조각
(mobile)’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그의 모빌은 조각을 대좌(臺座)에서 해방시켰고, 양감에서도 해방
시켰다. 1935 년 이후 콜더의 모빌은 모터보다는 기류(氣流)에 의해 움직이는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은 가는 철사에 연결된 철판으로 된 형태들이 기류를 따라 또는 상호 균형의 원리를 따라 계
속해서 움직이는 조각이었다. 콜더는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낳은 훌륭한 조각가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1952 년에는 베네치아 비엔날레 국제전람회에서 조각 대상을 받았다.
1960 년대 이후 대형 조각 붐이 일어나면서 그의 작품들은 비행장, 미술관, 광장 등에 세워졌다.

뒤샹 1912 년 항공 공학 박람회를 관람한 뒤 뒤샹은 친구인 콘스탄틴 브란쿠시에게 말했다. “이제
회화는 망했어. 저 프로펠러보다 멋진 걸 누가 만들어 낼 수 있겠어? 말해 보게. 자넨 할 수 있
나?” 뒤샹이 ‘회화는 이제 망했다’고 말한 이후 뒤샹을 필두로 하는 현대 미술이 그 문을 열기 시
작했다. 뒤샹은 이전의 화가들과 완전히 다른 화가로 살았다. 시장에서 구해 온 남성용 소변기를
세워 놓고 <샘>이라고 이름을 붙여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비난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는
오브제 작품들과 소변기, 유리, 나무 상자와 같은 ‘레디메이드’, 즉 기성품들을ㅜ새로운 차원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산업화 시대로 도래한 물질주의 시대, 대량 생산 시대의 예술가로서 탄생한 것이
다. 시인 아폴리네르는 피카비아, 뒤샹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한 후 이렇게 썼다. “치마부에 그림
이 거리에 도열해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루이 블레리오의 비행기를 보았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류는 지난 천 년 동안영광스러운 인문 과학의 호위를 받으며 고민해 왔던 것이다. 어쩌면
마르셀 뒤샹처럼 미학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열성적인 예술가에게는 예술과 사람을 융화시키는 것
이 책무일 것이다.”
▪서양 미술사전, 2015, 미진사
자료출처

▪네이버 캐스트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창작 교사용 지도서, 2018, 미진사
동영상 제목

동영상 URL

테오 얀센의 ‘키네틱 아트’

https://www.youtube.com/watch?v=qz8VEdqqJpE

지식채널e ‘변기와 모나리자’

https://jisike.ebs.co.kr/jisike

[꿈을 job아라]쓰레기 속에서 피어난 꽃 '정크 아트'

https://www.youtube.com/watch?v=p5dGCucRNnM

경계없는 기발한 상상…한계 도전하는 현대미술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vsPYKJrWM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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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 ～ 3
/15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재생, 재활용에 대한 용어 정리가 바르고 명확하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중

재생, 재활용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나
발표가 소극적임

하

재생, 재활용에 대한 용어 정리가 바르지 못하며
예를 들어 설명하지 못함

모둠별 토론평가

모둠별
토론평가지

별들이 계속 진화하면 은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할 수 있으며, 우주의 미래에 대해 창의적이며 논
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중

별이 진화하면 은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고, 관찰 및 산출물평가
우주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다.

하

별의 진화하면 은하가 바뀌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우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상

자기 동형 닮음을 이해하고 구조물을 잘 만들어
내며 프랙털 도형이 갖는 유한 영역의 무한 담기
의 가능성을 설명함.

중

자기 동형 닮음을 이해하고 구조물을 잘 만들어
내었으나 프랙털 도형이 갖는 유한 영역의 무한
담기의 가능성 설명이 부족함.

하

자기 동형 닮음을 이해하고 구조물을 만들어 내지
못함.

7 ~ 9
/15

평가도구

상
4 ~ 6
/15

평가방법

자기평가지
(학생용)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자기평가

자기평가지
(학생용)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역할과 임
상 무를 명확히 분담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알
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10~12
/15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임무
중 를 분담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하

13~15
/15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분담
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상

타 학문과 타 영역의 융합을 통해 확장되는 현대
미술의 여러 가지 사례와 특징, 다양한 표현 기법
을 분석하고 제작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

타 학문과 타 영역의 융합을 통해 확장되는 현대
미술의 여러 가지 사례와 특징, 다양한 표현 기법 관찰 및 산출물평가
을 알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하

타 학문과 타 영역의 융합을 통해 확장되는 현대
미술의 사례와 특징, 다양한 표현 기법을 알고 제
작에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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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평가지

가. 모둠별 토론 평가지(1～3차시)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평가항목

5

4

3

2

1

주제선정
토론 준비
모둠별
평가
(25)

자료수집
자료정리
발표

토론 참여

모둠별 협동
합계

나. 관찰평가지(7~9차시)

번호

이름

지식

태도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닮음비를 갖는 동형의

자원재활용률을 다양하게

구조물을 제작하고 관찰하여

표현할 수 있다.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상

중

하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다. 자기/동료평가지(10~15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은하 분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충돌 은하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재생,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나요?
재귀 함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평가

점화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재귀 함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
오브제는 표현대상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작품의 제작계획은 적절한가?
성실하게 작품 제작과정에 참여하였는가?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 정보를 재조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팀의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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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상

중

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재생, 재활용에 대한 모둠의 의견이 잘 종합되었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동료평가

재생, 재활용의 효율적인 방안을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나요?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의견을 제시하는가?
창의적인 알고리즘으로 참신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
다양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였다.
다양한 장르의 매체와 창의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입체
작품을 실험하였다.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미적분) 등비수열의 공비에 따른 무한급수의 합을 정확히 구하고 이를
정사각형의 분할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내어 설명함. 더불어 프랙털 구조물을
제작하여 유한 속 무한 값을 찾아냄.
(공통과학) 자원의 재활용률을 공비로 하는 재생의 순환구조를 잘 설명하며
유한한 자원의 무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방안을 설계하고
발표하여 친구들을 설득함.
(지구과학 I) STEAM 활동 속에서 조사를 통해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따라
외부 은하를 분류하였고, 다양한 은하 사진속에서 전파 은하, 퀘이사 등과 같은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한
우주 망원경 관측 등의 최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창의적 설계를 통해
빅뱅(대폭발) 우주론을 바탕으로한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고 우주의 미래에 대한

교과학습발달상황

감성적 체험을 한 내용을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정보) 재귀 함수의 개념과 의미, 활용 등에 관한 토론에 성실히 참여하여 학생
들에게 잘 설명하였으며 재귀 함수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확장되는 재귀 함수의 여러 가지 사례와 특
징, 다양한 프로그램 기법을 분석하고 이를 프로그래밍에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미술)현대미술의 개념과 의미, 영역 등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여 현대미술의 개
념과 의미를 잘 설명하였으며 어셈블리지 제작 활동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확장되는 현대 미술의 여러 가지 사례와 특징, 다양한 표
현 기법을 분석하고 이를 제작에 창의적으로 활용하였다.
(통합과학)생물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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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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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일

시

2020년 9월 18일

장

소

교무실

참 석 자

서창환, 궁정호, 한성표, 장운태, 김영아

협의 내용

재생(재활용)의 교육활동 내용 안내 및 공유

▣ STEAM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공감
- 교과별 재생(재활용)에 대한 연관 단원의 내용 소개
-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의 활동 교구 및 재료 정리
- STEAM 교육활동 전개 일정
▣ 재생(재활용) 관련 교구 체험
- 태양광 자동차, 고무줄 자동차 등
- 바람 등 자연 현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작품
▣ STEAM 행사
- 자원 재활용 작품 만들기
- 희망자 대상으로 예시 작품을 전시하여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함
일

시

2020년 11월 13일

장

소

교무실

참 석 자

서창환, 궁정호, 한성표, 장운태, 김영아

협의 내용

STEAM 연구회 활동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STEAM 교과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발표
- 교과별 재생(재활용)에 대한 교과별 활동 결과 소개
- 교과별 학생 참여 및 소감
- 활동 후기 및 STEAM 교사연구회 활동의 의미 발표
▣ 연구회 보고서 작성
- 차시별 전개 내용 순차적 정리
-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 확인 및 검토
▣ STEAM 교사연구회 향후 일정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상호 검토
- 내용 다듬기 및 추가 활동 여부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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