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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재는 2018 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Korea government(MOE)”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Q. 이 프 로 그 램 은 어 떤 프 로 그 램 인 가 요 ?
제목

규칙성과 불규칙성

유형

첨단제품 활용형

세부

스마트폰 , 애플리케이션

요구환경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가능, 앱 설치를 위한 무선 인터넷 필요

재료구입

없음

난이도

활용 가능성

중하 / 간단한 앱 설치 및 활용
과학 및 음악 교과 뿐만 아니라 규칙성을 주제로한 국어, 수학 등
교과 연계 가능
‘앱 (App)을 활용한 소리 다큐 – 규칙성과 불규칙성’ STEAM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적을 적용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개발자 추천의 글

대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첨단제품을 활용으로 스마트 단말을 활용하여 소리를 주제로 음악을
설계하고 발표할 때 창의적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활용안내
- 본 프로 그 램은 교사 용과 학 생용 교재 로 제 공됩 니 다.
- 교 사용 교 재는 학교 현장 에 서 선 생님 들께 서 손 쉽 게 사 용하 실 수 있 도록 자세 히
안 내하 였습 니다 .
- 지 도 안 에 [삼 화 학 습 ]란 을 통 해 학 급 의 필 요 와 수 준 에 맞 게 지 도 할 수 있 도 록
하 였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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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개요
! 이 프로그램은 첨단제품 활용형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의 학습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규칙성과 불규
칙성을 과학적 사고로 탐구하고 그 밖의 분야에서 규칙성을 찾아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예술적 활
동으로 체험하게 함으로 과학의 즐거움과 성공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한다.
! 본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생 개개인이 첨단기기의 기술 주체자가 되어 원리를 파악하는 과학적 시
각을 갖도록 도우며, 자신만의 규칙 원리를 세우고 이를 이용한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포함한 비트
음악 등을 창작해봄으로 규칙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소재로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학습 목표
!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 세상을 이루는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의 성질을 이해한다.
!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 자원의 규칙성을 찾아낸다.
! 음악의 구성 – 악곡의 구성을 이해하고 규칙성을 가진 음악 작품을 만든다.
! 미래 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과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

■ STEAM 과목 요소
! S : 물질의 규칙성과 결함
! A : 음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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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과
프로그램명

규칙성과 불규칙성

학교급

고등학교

차

(차시대체형)

시

총2시

!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
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
-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자연 현상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 자연 현상을 탐구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한다.
-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교육목표

- 과학 학습의 즐거움과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른다.
!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개발을 통해 자기 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
성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
을 목표로 한다.
-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과 경험을 한다.
- 음악의 사회적·문화적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을 비평한다.
- 음악적 활용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 애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관련교과

과학, 음악
내용요소: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 금속과 비금속,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과학

성취기준:
[10통과01-03]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
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
내용요소: 음악의 구성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성취기준:
[12음01-03] 악곡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 작품
음악

으로 만들어 표현한다.
[12음01-04]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음악 작품을 만든다.
- 악곡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 작품으로 만들
어 표현한다. 그리고 연극, 영화(영상), 춤 등 다양한 예술과 연계하여 음악 작품을 만들
어 표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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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
□ 상황제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은 무엇인가?
! 규칙적인 것이 불규칙하나면, 예측 불가능한 불규칙의 연속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 “규칙적인 것들이 불규칙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에 대한 발문을 통해 규칙성의 중
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창의적 설계

! 규칙과 불규칙을 사용한 음악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
! 규칙과 불규칙을 사용하여 리듬을 설계하기

□ 감성적 체험

! 창작한 리듬의 규칙을 모둠별 발표하기
!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사용한 음악이나 예술작품을 만들고 발표하기
! 다른 학생이 연주할 때 잘 듣고 토론하기
! 음악 창작과 관련된 진로와 직업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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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계획
<평가기준 – 교사평가용>
평가 영역

평가항목

우수(A)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잘 이해하여 생활 주변
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분석적 시각을 가짐.
과정
주기율표의 원리를 이
해함

미흡(C)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이해하나 생활 주변에
적용하여 규칙성을 발
견하는데 어려움이 있
음.
주기율표의 원리를 이
해함.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이해하기 어려워함.
생활 주변의 규칙성을
발견하지 못함.
주기율표의 원리를 이
해하지 못함.

산출물
도출

독창적인 규칙성을 완
성하고 작품에서 잘 나
타냄.
창의적인 작품을 완성
함.
모둠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
는 바를 잘 전달함.

창의적 작품을 완성함. 완성된 결과물이 없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발표력이 부족함.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함.

집중과
끈기

수업 중 이론 설명과
모둠 활동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함.
다양한 사례를 잘 이해
하며 과제에 대해 성실
히 책임감 있게 완성
함.

수업과 모둠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함.
다양한 사례나 친구들
과의 모둠 활동에 있어
집중력이 부족하고 작
품의 완성도가 부족함.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보통(B)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성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지 않고 음악
감상을 하지 않음.
완성된 수업 결과물이
없음.

새로운 내용과 융합적 새로운 내용에 다소 흥 새로운 내용에 대해
수업에 흥미 있고 자 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 흥미가 거의 없으며
신 있게 결과에 도달 제는 힘들어함.
융합적 과제를 어려워
함.
하여 참여하지 않음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
에서 과학과 기술⦁가
정, 음악의 다양한 기
초지식을 잘 융합함으
로 작품의 독창성과
표현력이 뛰어남.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
에서 과학과 기술⦁가
정, 음악을 융합하고자
하는 독창성은 부족하
나 작품 표현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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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완성하는 과정
에서 과학과 기술⦁가
정, 음악의 창의적 융
합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평가기준 – 동료/자기평가용>

● 자기/동료 프로젝트 수행 평가기준
평가
방법

자기
평가

동료
평가

평가
분야

감성적
체험
·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
창의적
설계

평가
영역

평가기준

자기관리
역량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모듬 활동에 참여하였는
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모둠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는가?

창의적
사고역량

과학이나 사회 현상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발견하고 이
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지식정보
처리역량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정
밀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
루어졌는가?

창의적
사고역량

과학이나 사회 현상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발견하고 이
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평가 척도
상

중

하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과학적 하고 탐구하고 원리를 잘 이해함.
조별 활동을 통해 리듬(음악)을 작곡하기 위해 규칙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융합적인 사고력을 발휘함.
조별 과제를 위해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모든 과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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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 고등학교 (차시대체)

교사용 교재

규칙성과 불규칙성
1차시

물질과 규칙성

수업 주제
관련 교과

물질과 규칙성

차시

․ 고등학교 과학 –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STEA

․ 고등학교 음악 – 음악의 구성

M 요소

1/2
S, A

1. 다양한 분야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고 과학 분야에서의
규칙성의 도출 과정을 이해한다.
수업 목표

2. 자연현상에서 발견한 규칙성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를 탐색하여 규칙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3. “규칙적인 것이 불규칙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에 대한 발문을 통해
규칙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고등학교 통합과학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교과과정 중 자연계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발견

수업 의도

하고 규칙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당연하게 여겨온 자연계의 규칙성이 불규칙하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므로 상황 제시(문제 인식)이 가능하다.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미리 제시된 앱을 설치한 스마트 폰

단계

수업
장소

학습내용

(시간)

◆ 다양한 분야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고
1차시

과학 분야에서의 규칙성의 도출 과정을 이해한다.

도입

☞주의 사항 자연현상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찾는 활동하되 규칙성이 불

(10분 내외)

규칙성 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를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이로운 부분을 찾아 조화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주 교과: 과학
1. 시간의 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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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학습자료

그림 10 시계, 시간

! 시간의 규칙성 찾기
☞Tip 학급의 수준에 맞추어 심화학습을 통해 규칙성 원리를 깊이있게 다룰
수 있다.

답안)
1. 하루를 24시간으로 1시간에 60분 , 1분에 60초로
규칙적으로 분할하여 시간을 계산한다. 시간의 기본단위인 초는
세슘 원자의 전자를 이용해 정의된 고정된 절대값을 1초로
하여, 이것의 60배는 1분 , 360배는 1시간으로 정의한다.

[심화학습]
시간, 시간의 단위

심화학습 자료

1. 개요 - 길이, 질량과 같이 다른 물리량을 정하는 기본

! 참조

단위이며 , 물리적 시간을 정하기 위해 현재는 세슘 원자시계나

‘시간의 단위

스트로보스코프 등을 이용한다.

“초”의

2. 시간의 단위 – 시간의 단위 중에 초, 분 , 시까지는 절대적인

새로운

불변의 값이다. 과학계의 7대 기본 단위 중 하나이기도 한 초는

표현’(한국물

초 항목에 나와 있듯이 세슘 원자의 전자를 이용해 정의된

리학회지,

고정된 값을 1초로 하며 , 이것의 60배는 1분, 360배는

한국표준과학

1시간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일과 1년 부터는 단순히

연구원

그것을 구성하는 시간의 배수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주기까지

이호성) 중

뜻하는데 , 지구에선 자전속도이 감속이나 자전과 공전의 시간차

발췌

때문에 그 주기가 보정을 받아 변동된다. 현재도 하루 중에
1초를 더 추가하는 윤초와 1년 중에 하루를 더 추가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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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이다.
[모둠별 활동]
필수 활동1. 규칙성과 불규칙성 찾기
1. 가족 관계에서의 규칙성

그림 11 가족 관계도(에듀넷)

전개

! 가족 관계도를 가지고 규칙성(공통성 ) 찾기

(필수 활동)
(20분 내외)

답안) 결혼에 따른 관계 형성
1. 남녀의 결혼에 따른 가족 관계 형성
2. XY 성 결정 체계
- X 염색체와 Y 염색체의 조합으로 성이 결정되는 것을 XY
성 결정 체계라고 한다 . 인간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 ,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와 Y 염색체 둘 중 하나를 물려받는다. 남성의 경우
성염색체의 구성이 XY, 여성의 경우 성염색체의 구성이
XX이다. 따라서 자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염색체이다.
3. 1부1처제
4. 결혼은 법률행위로서, 일종의 계약이다. 혼인에 합의한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률혼은 시작된다. 이로써 부부,
남편, 아내 등으로 일컬어지는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인천도
발생한다.
5. 법적 배우자의 아이와 법적 부모관계를 만든다.
6. 배우자의 가족과 인척관계를 만든다 .

- 11 -

2. 자연에서의 규칙성 찾기

그림 12 해바라기씨의 구조(출처: 미국듀크대 논문)

! 자연 현상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 찾기
답안) 자연계의 피보나치 수열
1. 백합의 꽃잎 수는 1장, 등대풀은 2장 , 연령초는 3창,
채송화, 딸기꽃은 5장, 코스모스 , 모란은 8장 , 금잔화는 13장,
치커리는 21장, 질경이는 34장 쑥부쟁이는 55장 또는
89장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꽃의 꽃잎 수는 1, 2, 3, 5, 8,
13, 21, 34, 55, 89 중 하나에 포함된다. 이 꽃잎 수를
나열하면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것이다. 이 수열의 특징은
2=1+1, 3=1+2, 5+2+3처럼 3항 이상의 수는 바로 전 두
항의 합이란 점이다.
2. 이 수열을 따르는 자연계의 예로써, 해바라기 꼬 가운데
부분에 씨앗을 볼수 있다. 이 씨앗의 배열을 자세히 보면, 보는
방향에 따라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감으며 도는
나선을 발견할 수 있다 . 이 해바라기의 나선 수는 대게 21개와
34개 혹은 34개와 55개이다. 즉, 해바라기 씨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씨를 배열하면서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씨를
담고 있는 것이다.

심화학습 자료

[심화학습]

! 참조

! 황금비

-

- 황금비(黃金比, Golden ratio) 또는 황금분할(黃金分割 )은 어떤

키피디아)

두 수의 비율이 그 합과 두 수중 큰 수의 비율과 같도록 하는 비율로,
근사값이 약 1.618 인 무리수이다. 수학적으로

로

황금비(위

https://ko.w
ikipedia. org
/wiki/%ED%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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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원론 3, 141) 가 그 특징을 연구한 이래로 많은 수학자들이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비율을 연구해 왔다.(위키백과)

99 %A 9% E A

! 참조

%B 8% 88 %E

- 논문: The Golden Relationships: An Exploration of B%B9%84
Fibonacci

Numbers

and

Phi(copyright

by

Anthony

! 참조

Rayvon watson)

-

The

G o l d e n
Relat ion sh i
ps

[모둠별 활동]
선택 활동1. 음악 분야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 찾기
3.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치에서의 규칙성 찾기

! 오케스 트라
배치 (출 처:
에듀넷)

전개
(선택 활동)

그림 16 오케스트라 악기 배치(출처: 에듀넷)

! 오케스트라 악기 배치에서 규칙성 찾기
답안)
1.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 금관악기군으로 나누어 배치
2. 악기의 음역에 따라 배치
3. 악기의 크기에 따라 배치

심화학습 자료

4. 지휘자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배치
[심화학습]

! 참고 자료

-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치

- 구아랑 저,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치는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다. 바 오케스트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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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배치에
로크 후기의 음악적 성향은 18 세기 초의 오케스트라 배치에 두 관한 연구,
드러지게 나타난다. 통주저음과 지속저음의 음악이 유행하던 당 2015,
시에 가장 적합한 악긴 건반악기였으며 , 이들은 화음적으로 뒷받 숙명여자대학
침해주는 다른 선율 악기들과 함께 선호되었다.
교 대학원
이후, 악기의 개량과 지휘자의 증장과 함께 오케스트라의 규모 원문보기 (국회
가 확대되었으며, 19세기의 현악기 배치법은 오늘날의 표준적 도서관)
오케스트라의 전통적인 배치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https://www

20세기와 현대 오케스트라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표준적 오케스 .nanet.go.kr
트라 배치, 즉 전통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혹은 /main.do
전통과 혁신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국문요약발췌,
구아랑 저,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치에 관한 연구 , 2015,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 자연현상에서 발견한 규칙성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를 탐색하여 규
칙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활동 Tip 구칙성과 불규칙성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창의적 설계
(10분 내외)

발표하고 그 규칙성과 불규칙성의 차이와 중요성을 학생 스스로 찾도록 합
니다.

답안)
1. 태양의 운동 주기성과 그에 따른 사계절
2. 주파수(헤르쯔): 진동수를 의미, 1초 동안에 위 아래로 진동을 반복
하는 횟수(예, 방송, 라디오, 무선 통신)
3. 주기율표

[심화학습 ]
! 주기율표로 원소의 주기성 찾기
- 금속과 비금속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
심화학습 자료

-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찾아보자
- 주기율표에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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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그림 19 원소 주기율표(출처: 에듀넷)

! 원소 주기율표의 원리를 설명한다.
- 원소들의 성질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
- 원소를 어떻게 배열하면 주기성이 잘 나타나는가 ?

! 공통된 성질로 금속 구분하기

◆ “규칙적인 것이 불규칙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에 대한 발문
을 통해 규칙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Tip 위 발문에 대한 대답을 즉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차시 말미에 개인
또는 모둠별 토의 시간을 갖는다.

! 수업 정리
정리
(10분 내외)

! 교사 평가

- 일생 상활에서 발견한 규칙성은 무엇인가 ?

-

- 물질의 원소를 나타내는 주기율표의 원리는 무엇인가?

Q&A, 토
론

! 다음 수업에서 사용할 앱을 미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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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2차시

물질과 규칙성

수업 주제
관련 교과

수업 목표

규칙과 불규칙 리듬 설계

차시

․ 고등학교 과학 –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STEA

․ 고등학교 음악 – 음악의 구성

M 요소

2/2
S, A

1. 모둠별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규칙성을 설명한다.
2. 모둠별로 음악 창작과 관련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한다.
고등학교 통합과학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교과과정 중 창의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
으로 음악 분야에 나타난 규칙성의 예를 찾아보고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주제로 리듬을

수업 의도

설계한다.
또한 학생 나름의 음악(리듬)적 규칙을 설계하고 이를 첨단기기(앱)를 활용하여 음악을
간편하게 창작하여 발표한다.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미리 제시된 앱을 설치한 스마트 폰

단계

수업

교실

장소

학습내용

(시간)

학습자료
! 리듬의 종
류

예제

영상
- 쇼스타코비
치 왈츠(EBS
클립 뱅크)

도입

ht tp://clipb
ank. ebs.co.

창의적 설계
(10분 내외)
주 교과: 음악

kr/clip/view
그림 25 예제 영상: 왈츠 – 쇼스타코비치 연주

?clipId=V O
D_20120317

! 리듬의 종류(예, 왈츠, 행진)

_00344

- 들려준다
- 각 음악의 주된 차이점은 무엇인가?
☞Tip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연주 영상을 보여주고
음악에서 특징 적인 어떤 규칙을 발견하였는지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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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베르트

군대행진곡
ht tp://clipb

답안)

ank. ebs.co.

1. 왈츠: 4분의 3박자의 경쾌한 춤곡

kr/clip/view

2. 행진곡: 4분의 4박자나 4분의 2박자 등 짝수 박자가 주로 많음

?clipId=V O
D_20111030
_00004

[모둠별 활동]
필수 활동1. 모듬별로 스마트 디바이스에 앱을 설치하고 규칙성과 불규
칙성의 조화를 갖는 리듬 음악을 창작한다.
☞Tip Remixelive 앱의 사용 방법 얘제 동영상을 보여주고 직접
사용하면서 기능을 익히도록 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규칙과
불규칙의 조화를 갖는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모둠별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새로운 리듬을 설계하고 규칙성을
설명한다.
☞Tip 주기성을 드러내는 설계와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 Re mixli

답안)
전개
(창의적 설계 )
(25분 내외)

ve App

1. 시간 주기 리듬 규칙 설계
2. 강약 주기 리듬 규칙 설계

- 사용 방법

3. 패턴 주기 리듬 규칙 설계

예제 동영상

https://you
- ‘Remixlive – Drum & play loops’ App 사용하여 리듬 만들 tu.be/5MC
yZtJLoF4
기

그림 27 Remixlive App 동영상

[교수 학습 자료]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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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제품을 활용하여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드러나는 예술 작
품을 만들어 본다.
☞Tip 모둠별로 약1분 길이의 리듬 음악을 만들되 앱에 저장되어있는
소리외에 직접 채칩한 소리를 활용하여 리듬 음악을 설계하도록 지도한다.
그렇게 하므로 창의적 설계와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다.

Remixlive App
(Android & iOS)

그림 31 Remixlive App

그림 32 Remixlive App

ZaZa BeatBox(무료 )

그림 34

Google Play Store(Free)

* 앱을 사용하여 리듬을 만들 수 있다.
! 개인 또는 모둠별로 첨단제품을 활용하여 규칙성이 드러나는 음악
정리

(리듬)을 만든다.
! 개인 또는 모둠별로 만든 리듬(음악)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무

감성적 체험

엇인지 발표(콘테스트)한다.

[모둠 , 발표 ]

! 개인 또는 모둠별로 음악을 공유하고 발표한다.

(15분 내외)

- 작품이 지닌 규칙성과 불규칙성 발표
- 모둠별 완성된 작품을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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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평가
-

관찰,

Q&A, 토
론

- 다른 모둠 결과물에 대해 느낀 점과 새로운 점에 대해 발표
-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된 지식(노하우) 공유 발표
! 개인 또는 모둠별로 음악 창작과 관련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한다.
- 예) 사운드 디자이너: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 사운드 디자이너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휴대전화와 텔레비
전, 냉장고 등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같은 운송수단에 이르기까
지 각종 제품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 “규칙적인 것이 불규칙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에 대한 발문
에 대한 토의를 통해 규칙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개인 또는
모둠별 토의]
답안)
1. 불규칙한 시간 – 예, 표준시가 없으면
2. 불규칙한 우주(예, 태양계, 은하계 등) 대충돌 무질서 혼란
3. 불규칙한 주기율 –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 환원 반응 불가능

[심화학습]
<프렉탈 구조>
무질서하지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무한히 뻗어나가는 구조를
프렉탈 구조라고 한다. 프렉탈 구조 또한 카오스 이론의 한 단 ! 참조 영상
- 프렉탈 구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조
https://yout
u.be/s92Kk

심화학습 자료

b6VBEM

그림 36 프렉탈 구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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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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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용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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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교재

1 차시

물질과 규칙성

학습내용

◆ 다양한 분야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고 과학 분야에서의 규칙성의 도출 과정을
이해한다.
1. 시간의 규칙성

그림 67 시계, 시간

! 시간의 규칙성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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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관계에서의 규칙성

그림 68 가족 관계도(에듀넷)

! 가족 관계도를 가지고 규칙성(공통성)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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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에서의 규칙성 찾기

그림 69 해바라기씨의 구조(출처: 미국듀크대 논문)

! 자연 현상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 찾기

- 25 -

4.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치에서의 규칙성 찾기

그림 70 오케스트라 악기 배치(출처: 에듀넷)

! 오케스트라 악기 배치에서 규칙성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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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기율표에서 규칙성 찾기

그림 71 원소 주기율표(출처: 에듀넷)

! 주기율표로 원소의 주기성 찾기
- 금속과 비금속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

-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찾아보자

- 주기율표에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

! 원소 주기율표의 원리를 설명한다.
- 원소들의 성질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 원소를 어떻게 배열하면 주기성이 잘 나타나는가?

! 공통된 성질로 금속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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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정리
- 일생 상활에서 발견한 규칙성은 무엇인가?
- 물질의 원소를 나타내는 주기율표의 원리는 무엇인가?
! 다음 수업에서 사용할 앱을 미리 설치한다

- 28 -

2차시

물질과 규칙성
학습내용

그림 76 예제 영상: 쇼스타코비치 왈츠

! 리듬의 종류(예, 왈츠, 행진)
- 영상과 음악을 보고 들으며 차이점을 분석한다.
- 각 음악의 주된 차이점은 무엇인가?

- 각 음악의 규칙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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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듬별로 스마트 디바이스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힌다.

Remixlive App
(Android & iOS)

그림 78 Remixlive App

그림 79 Remixlive App

ZaZa BeatBox(무료)

그림 81

Google Play Store(Free)

- ‘Remixlive – Drum & play loops’ App 사용하여 리듬 만들기

그림 83 Remixlive App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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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새로운 리듬을 설계하고 규칙성을 설명한다.

! 첨단제품을 활용하여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드러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본다.

! 개인 또는 모둠별로 음악 창작과 관련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한다.

◆ “규칙적인 것이 불규칙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에 대한 발문에 대한 토의를 통해 규칙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개인 또는 모둠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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