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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세상으로 바꾸는 분자 번역자
-Chemsketch를 이용한 창의적은 분자 모델링 다자인하기-

Ⅰ. STEAM 준거 틀 구성
프로그램명

분자 세상으로 바꾸는 분자 번역자

학교급

- Chemsketch를 이용한 창의적 분자 모델링 디자인하기 -

고등학교 2학년

1. 분자구조의 발견에 있어 상상력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교육목표

2. 공유결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디자인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컴퓨터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상 속 분자를 디자인이 가능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련교과

과학(화학1), 미술(미술 창작)

2015 교육과정

□ 자기관리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ü 심미적감성 역량

연계 핵심역량

□
ü 창의적사고 역량

□
ü 지식정보처리 역량

□ 공동체 역량

(내용요소) 공유결합,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구조
과학

(성취기준)

탐구

[12화학Ⅰ03-03] 공유결합, 금속 결합의 특성을 이해하고 몇 가지 물질의 성질을

실험

결합의 종류와 관련지어 설명 할 수 있다.

[12화학Ⅰ03-06]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분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내용요소) 작품 비평, 주제의 확장
(성취기준)
미술

[12미창02-01] 조형요소와 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12미창02-03]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영상 등 장르별 표현 매체를 연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할 수 있다.

1차시

2차시

관찰력 · 호기심
내용 및
활동 요약

상상력에 의한

응용력

3차시
아이디어에

실험정신

▶

공유결합의 원리의

▶

이해
STEAM
단계 요소

상황제시

▶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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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함양

대한 인내심

Chemsketch Chemsketch
프로그램의 를 이용한 분자
이해와 활용 모델링 연습

분자결합 발견과

4차시

다양한 사물을

▶ 과학자와 예술가의
유연한 창의적

통한 창의적인

도전

분자구조 만들기

(직관과 상상력)
▶

감성적 체험

Ⅱ.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교과

STEAM요소

상황 제시
1. 관찰력과 호기심
- 흥미유발 : 길을 걷다 사물을 잘못 본 경험에서 벌어진 분자구조와
강아지 모습의 유사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Ethanol 분자의 구조>

<강아지 모습>

-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세계에 있는 다양한 분자구조들이 우리의
일상에 있는 다양한 사물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 풀러렌 분자구조가 발견된 배경과 정의 알아보기

- 다양한 풀러렌과 닮은 사물이 무엇인지 의견 나누기
화학1
1차시

/
미술

<다양한 종류의 풀러렌>
- 우연히 발견된 풀러렌에 대한 이야기 전달하기
풀러렌의 구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30여년 뒤 미국의 건축가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에 의해 분자세계에서 축지학 돔 형태의
분자구조(풀러렌)가 발견됨을 설명하기
- 풀러렌 분자와 축지형 돔의 모형의 유사성 및 차이점 정리해보기

<풀러렌 분자(좌)와 풀러렌의 측지학 돔(우)>
- 인간의 상상 속 디자인이 분자세계에 분자구조로서 존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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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EAM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교과

STEAM요소

화학

STEA M

- 건축학도 케쿨러의 일화를 소개하고, 벤젠의 분자구조가 발견된 상황
설명하기
- 분자결합의 원리 : 공유결합에 대해 소개하기

<주기율표에서의 원자의 최외각 전자>
-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공유결합 분자구조에 관련하여 설명하기
명칭

직선형

평면삼각형

사면체

180도

120도

109.5도

모형

결합각

- 루이스 전자점 식을 이용한 분자구조 분석의 한계점 알아보기
- 화학에 있어서 상상력이 분자를 디자인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도록 하기

창의적 설계
2. 응용력
- 분자모델링 프로그램 전반적인 내용 설명하기
-> ‘Chemskectch(캠스케치)’ 분자구조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방법
및 기능 설명하기
-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 사용하여 3D 메테인 분자 만들기
-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디자인 할 때 공유결합의 원리가 이용됨을
생각해 보기
2차시
- 다양한 종류의 분자와 분자식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분자를 직접
모델링하고 모델링한 분자가 일상에 있는 사물 중 어떤 것과
유사한지 찾아보기

3. 실험정신
- 일상에서 관찰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을 보고 창의적인 분자
모델링 디자인 스케치하기
-> 켐스케치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분자구조 모델을 제작하면서 찾은
문제점 발견 및 분석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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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교과

STEAM요소

미술

STEAM

4. 아이디어에 대한 인내심
- 창의적인 분자구조 디자인 및 모델링 결과발표하기
-> 발표 시 ① 분자식을 이야기하고, ② 이 분자구조가 어떤 사물을
바탕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하기

3차시

<분자구조 설계에 아이디어를 준
디자인:

<설계한 분자구조:C10H4>

자동차>

-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아이디어 발전시키기
- 새로운 분자를 만들었을 때, 화학자들 또는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여러 사례를 찾아보고 발표해보기

감성적 체험
5. 태도 함양
- 과학자와 예술가의 유연한 창의적 도전
-> 학생들이 발표한 분자 모델링과 실제 사물과 디자인 사이의
유사성 및 차의점에 관하여 모둠 구성하여 토의하기
- 분자구조를 제작하는데 있어 일상에서의 여러 요소가 영감을 줄 수
4차시

화학1
/

있음을 이야기하기

미술
- 과학자와 예술가의 유연한 ‘창의성’이라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기 (예: 고정관념의 타파, 유연한 수용자세, 상상력,
문제에 대한 몰입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등)
-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직업군 탐색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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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Ⅲ. 수업 참고자료
교과서 4페이지

5페이지

▶ 과학자와 상상력
화학의 역사에서 건축가이자 발명가인 버크민스

일반적으로 탐구와 관찰로도 해결 할 수 없는 과

터 풀러와 건축학을 전공한 화학자 케쿨러는 인간

학적 문제는 의외로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해

의 상상력이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분자 모형을

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상

발견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한

상력이야 말로 과학적 문제 해결에 있어 큰 영향

다. 축지형 돔이라 불리는 지오뎀식 돔은 그 기하학

을 끼친 큰 열쇠 중 하나이다.

적 특징에 의해서 공학 디자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상상속 디자인인 측자
형 돔이 분자세계에서 풀러렌으로 존재할 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케쿨러가 벤젠을 발
견했을 때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알았지
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케쿨
러의 벤젠을 향안 깊은 관심과 상상력이 꿈에서 자
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으로 형상화되어, 벤젠의 구
조를 규명하는데 큰 영향을 끼질 줄 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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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6페이지

7페이지

▶ 풀러렌 (Fullerene)

▶ 지오데식 돔 (Geodemsic Dome)

- 축구공을 1억분의 1 정도로 축소한 모양을 하고

지오데식 돔을 디자인한 사람은 리처드 버크민스터

있는 탄소화합물로서 12개의 5각형과 20개의 6각

풀러이다. 이것은 삼각형의 다면체로 이루어진 반구형

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5각형과 6각형이 인

또는 바닥이 일부 잘린 구형의 건축물을 말한다. 지오

접해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축구공이 무수히

데식이란 삼각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하학적 구조

많은 발길질에도 끄떡없는 것처럼 이 합성물도 대

를 설계하는 공법을 가리킨다.

단히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갖는다.
사용분야
나노기계 윤활제, 공업용 촉매제, 금속을 포접
할 시 고온 초전도체, 산소와 수소원자를 부착
<지오데식 돔의 이미지>1)

한 풀러렌 화합물을 전도체로 사용한 연료전지
응용목적의 전해질 막, 분자골격 전체에 퍼져

지오데식 돔은 삼각형의 모서리와 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계로 인해 빛과 상호 작용하여 광 흡

있어서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

수, 발광, 광 전도성, 광 전기력 효과 등 다양

재만으로도 하중을 지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진과

한 광 전자기능, 방사선 동위원소 전달체, 축전

같은 지반 변동에 강하고, 기둥이 없기 때문에 내부

지: 풀러렌 내부에 약 성분을 저장해 운반하는

공간에 대한 활용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운반체로 활용

1) The Science Times. ‘강한 지진도 문제없다, ‘지오데식 돔’‘, https://www.sciencetimes.co.kr/news (2017.12.1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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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8페이지

9페이지

▶ 화합물의 구조와 결합을 연구하는데 근본이 된
‘상상력’
18세기 화학은 프랑스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

화학은 관찰과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지만,

와 여러 화학자들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화학에서 다양한 발견 중에는 이렇게 상상력에 의

되었다. 특히 19세기 열역학의 등장은 물리와 화

해서 우선적으로 발견된 사실도 많다.

학 분야에 획기적인 획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하
지만 이 시점에서 화학자들은 분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형태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그

▶ 공유결합의 수에 관한 고정관념 깨기
현재 교육과정에서 공유결합은 삼중결합이 최대

러던 중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다 화학자가 된
프리드리히 케쿨레가 벤젠고리가 ‘육각고리형태’라
는 것을 주장하였다. 평소 유기화합물, 특히 벤젠
을 연구하던 케쿨레는 ‘벤젠의 분자구조’가 어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3주기 원소부터는 d오비
탈로 인하여 4중 결합이 발생한다.또한 2005년도
에 Cr원자 사이에 5중 결합이 발견되었다.

형태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꿈

→ 학생들에게 이런 점을 상기시켜서 분자구조를

에서 뱀이 자기꼬리를 무는 꿈을 꾸었고, 이를 통

디자인 및 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 좀 더 확장된

하여 벤젠이 고리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장하였다. 당시에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 분자의 결합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벤젠의 구조가 케쿨러가 주장
한 형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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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0페이지

11페이지

▶옥텟규칙(Octet rule) 과 루이스 전자점식(Lewis

▶AI와 분자모델링

Structure) 구조식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자의 구

분자를 이루는 각각의 원자는 전자가 최외각 껍질

조를 그리고 그 구조적 특성을 분석했다면, 4차 산업

에 8개가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혁명시대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으로 인한 AI의 발달

화학 이론이다. 주로 2주기 원소에서 성립하는 규

로 인하여 직접 AI가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직접 설

칙이다. K 껍질에는 1s 오비탈밖에 존재하지 않으

계하고 그 분자가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는 단계에 까

므로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간다.(듀엣 규칙이라

지 이르렸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빠르게 백신개발

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파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AI의 딥러닝 기술과 양자역

악하기 위해서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학의 분자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도입하여 COVID –

그려진 루이스 점전자식을 활용하게 된다.

19사태 발생 약 1년 만에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
게 되었다. 이러한 AI기술 발전과 그를 뒷받침하는
분자 시뮬레이션 모델링프로그램의 개발은 인류가 직
접 발견하지 못한 창의적인 물질을 단기간에 만들거나
예측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례를 전달한다.

< 물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 표현식 >2)

사례: 없는 물질 종류도 필요하면 AI로 설계해
만든다,3)

2) Wikimedia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ater-2D-flat.png#/media/%ED%8C%8C%EC%9D%BC:Water-2D-flat.png
(2020.12.16. 검색)
3) 조선비즈. ‘없는 물질 종류도 필요하면 AI로 설계해 만든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7/2020102701092.html (2020.10.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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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2페이지

13페이지

▶ Chemsketch(캠스케치) 설치 방법

▶ Chemsketch(캠스케치) 사용방법 설명

1) ACD/Lab 웹페이지 접속 (영어)

Chemsketch는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 중 가장

https://www.acdlabs.com/resources/freeware

간단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chemsketch/

분자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

2) 웹페이지 좌측 하단에 ‘Freeware version

낄 수 있다.
→사전에 Chemsketch에 관한 사용법을 익숙하게

down: Download Freeware’ 클릭 후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운로드에 필요한 내용 작성
작성 후 ‘Download software’를 클릭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메일 전송

▶ Chemsketch 설치 시 유의사항
- 컴퓨터 사양: Windows 64bit 전용 (PC의 사양
이 32bit에서는 구동되지 않음) -> 추천
- 32bit Chemsketch 소프트웨어 저장 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file/d/1F7HuHJT1Ka
uw36XByA6FzUm90rZ4Tp-F/view?usp=sharing
(액세스 요청)
- MAC(맥) 사용 시 참고:

4) 메일에 download를 누르면 코드가 입력되면서

https://www.acdlabs.com/support/mac/in

Chemsketch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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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4페이지

15페이지

▶ 분자식을 이용한 분자 모델링 실습

▶ 다양한 분자 디자인 및 모델링 제작

수업의 목표는 공유결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

분자 모델링을 위하여 우선 학생들에게 몇 가지

한 사물에서 영감을 얻어 창의적인 분자구조를 만

사진을 제시한다. 해당 사진을 관찰한 학생들은 그

들어보는 것에 그 의미를 가진다.

에

맞는

분자

디자인을

설계한

후

직접

Chemsketch를 이용하여 분자를 모델링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분자식을 제

모델링 시 공유결합과 전자쌍 반발 이론을 적용

공하여 학생들이 분자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

되는데 이 때, 초기에 디자인한 분자 모형과 차이

록 유도한다.

가 발생하여 모델링 형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이 때, 지도교사는 왜 설계한 것과

또한 원자사이의 공유결합의 종류와 그 수 몇 개
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분자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컴퓨터 모델링한 분자사이에 모양의 차이가 발생하
는 이유에 관하여 고민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해준
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여러 가지 사물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모델링하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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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6페이지

17페이지

▶ 분자구조, 분자식, 사물 예시제공

▶ 분자구조 모델링 시 주의사항

학생들이 분자구조를 원활하게 그릴 수 있도록 분자
구조와 매우 닮은 사물의 사진을 보여주도록 한다.
사물

학생들이 분자구조를 그리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경우, 이를 위해 Chemsketch 사용방법에
관한 영상을 사전에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분자구조

※ 학생들에게 추천할만한 영상주소
- 켐스케치를 이용한 분자구조 그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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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스케치 프로그램 소개 및 응용 관련 영상

<에탄올C2H5OH>

<강아지>4)

https://www.youtube.com/watch?v=5-PaMVQE8OY

▶
<전투기>5)

<C4H2O3 분자구조>

<사물이 분자구조로 표현된 예시>

4) Freepik. https://kr.freepik.com/premium-photo/puppy-west-highland-white-terrier-in-front-of-white-studio_10933208.htm
(2020.12.06. 검색)
5) Freepik. https://kr.freepik.com/premium-photo/fighter-jet-on-combat-duty_8290026.htm (2020.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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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8페이지

19페이지

▶ 학생들이 디자인한 ‘분자모델링’ 예시 작

▶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
미국의 공학자, 발명가, 예술가, 건축가 등 다양
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대 공학 디자인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풀러를 가리켜
‘20세기의 레오나드로 다빈치’ 라고 이야기 할 정
도로 건축, 디자인, 기하학, 공학, 제도 제작 및 교
육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일생을 보냈다. 풀
러의 미래사고적 디자인과 방향성은 결국 반세기
를 앞서가는 디자인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되었
고, 이러한 틀에 박히지 않는 바라보는 관점은 풀
러 사후 1985년에 미시세계에서 풀러렌이라고 불리
는 분자사이즈의 지오뎀식 돔을 발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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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0페이지

21페이지

▶ 발표 시 주의사항

▶ 학생들의 발표 및 토의 과정

학생들의 발표에 있어서 각각의 모델링한 분자구
조의 특징이나 문제점 혹은 Chemsketch 사용의
미숙으로 인한 기하학적 구조의 틀림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이전의 자신이 배웠
던 공유결합구조의 특징에 관하여 토론을 시키면
활동지 작성하기

서 부족한 부분을 잡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발표자료 만들기

▶ 피드백 시 주의사항
모둠별 피드백이 완성되었을 때 시수관계상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는 각 모둠별로 방과 후 탐구활동으로 전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13 -

발표하고 서로 의견 주고받기

Ⅳ. 평가 예시
1. 평가총괄 계획표
과목

성취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척도
Chemsketch를 이용하여 만든 분
상

[12화학Ⅰ03-03]
공유결합, 금속

Chemsketch를

결합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어진

이해하고 몇
가지 물질의
성질을 결합의
종류와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의
공유결합 구조
이해

탐구활동

분자를

수행에 따른

모델링하여

보고서평가

공유결합 구조를

Chemsketch를 이용하여 만든 분
중

자 모델링에서 중심원자에 공유결
합 원자의 수와 그 특성을 설명하
여 정리하여 제출함
Chemsketch를 이용하여 만든 분자

정리하기

할 수 있다.

합 원자의 수와 그 특성을 잘 설명
하여 정리하여 제출함

분석하여

관련지어 설명

자 모델링에서 중심원자에 공유결

하

모델링에서 중심원자에 공유결합 원자
의 수와 그 특성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설계한 분자 모델링 구조에 관하여
아이디어를 얻은 사물에 관하여 설

화학1

상 명하고 분자구조와의 형태적 유사
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전자쌍 반발
[12화학Ⅰ03-06]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분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한
창의적인 분자
모델링 구조를

개인
발표

설계

사물을 보고
연상되는
분자구조를 그린
후 해당
분자구조의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기

이론에 근거하여 잘 설명함
설계한 분자 모델링 구조에 관하여
아이디어를 얻은 사물에 관하여 설명
중 하고 분자구조와의 형태적 유사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성실히 설명함
설계한 분자 모델링 구조에 관하여 아
이디어를 얻은 사물에 관하여 설명하고
하 분자구조와의 형태적 유사성이 나타나
는 이유를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
여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12미창02-01]
다양한 요소를

조형요소와 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이용하여 사물이
실기평가

연상되는

창작

중

분자구조
모델링하기
Chemskecth를

미술

상

하

이용한 창의적

[12미창02-03]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영상 등 장르별
표현 매체를
연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할
수 있다.

분자 모델링
상

표현
디자인 설계
및 발표

창의적인 분자
모델링 구조의

중

설계 및 발표
하

- 14 -

분자 모델링이 어떤 특정 사물과
잘 연관이 되도록 표현됨
분자 모델링이 어떤 특정 사물과
연관이 되도록 표현하려고 노력함
분자 모델링이 어떤 특정 사물과
연관이 되지 않음
창의적 발상을 통하여 분자 구조를
잘 모델링하여 발표함
창의적 발상을 통하여 분자 구조를
모델링하여 발표함
분자 구조를 모델링 자체에 어려움
을 느낌

2. 과목별 수행평가 방법 및 점수표 예시
과목

수행
평가명
(총점)

점수
배점

10점

화학
1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

평가주제

Chemsketch를 이용한 다양한
분자의 구조적 특성 분석하기

Chemsk
etch를
이용한
분자구조
그리기

10점

모둠
발표

분자식을 이용한 분자의 구조
그리기

평가기준표

분자의 구조적 특성을 100%분석

10

분자의 구조적 특성을 80%이상 100%
미만 분석

9

분자의 구조적 특성을
미만 분석

60%이상 80%

8

분자의 구조적 특성을
미만 분석

40%이상 60%

7

분자의 구조적 특성을 40미만%분석

6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80%이상 설계
후 발표

10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60%이상
미만 설계 후 발표

9

80%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미만 설계 후 발표

40%이상 60%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미만 설계 후 발표

20%이상 60%

8

7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20% 미만 설계
후 발표

6

미발표

3

평가항목
1. 일상생활 속, 눈에 보이는 사물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미술
창작

사물의
모습을
통한
창의적인
분자구조
만들기

20

디자인
및
발표

일상속 사물의 모습을 한 창의
적인 분자구조 설계 및 발표+감
상하기

2. 다양한 각도로 보았을 때 단순히 한종류의
사물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물로 인식이 되
는 분자구조인가?
3. 발표를 하면서 설계한 분자구조의 창의적인
면을 잘 전달하는가?
4. 분자구조를 감상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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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예시

< 수행 평가지 양식 >

4.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 기재 예시
과목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공유결합의 원리와 결합 구조를 Chemsketch를 이용하여 직접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분자가 제시
되어도 각각의 특성을 이해함. 좀 더 확장하여 자신이 배운 화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공유결합의 원리
화학1

와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분자구조를 모델링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이를 통하여 일상생
활 속 다양한 사물의 모습을 보고 창의적인 분자구조 모델링을 스스럼없이 디자인하였고, 이 분자구조
모델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서 작성함.

일상 속 다양한 사물을 관찰하여 이를 이용한 창의적 분자 모델링을 Chemsketch를 이용하여 실시함.
미술
창작

이 분자모형이 가지는 예술적 요소를 잘 정리하여 학우들에게 발표함. 발표를 통하여 자신이 만들어낸
분자구조가 다른 학우들의 관점에서 다른 형태의 사물로 연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델링 한 분자를
다양한 각도로 돌리면서 관찰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이를 통하여 거시적 세계의 사물을 미시적 세계의
분자로서 바라보는 창의적 시각을 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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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Ⅰ 수행 평가지 양식>

화학Ⅰ 수행평가
학교명(

) (

)반 (

)번호 이름(

1. 다음의 분자를 Chemsketch로 그린 후 구조적인 특징을 자유롭게 작성하시오.
(수업 중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시오)

분자식

캡처 이미지

CH₄

CH₂O

CO₂

CH₃COO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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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특징
(자유롭게 기술)

)

2. 아미노산(CH₄CHNH₂COOH)은 생명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자이다.
Chemsketch를 이용하여 (1) 아미노산의 분자구조를 그린 다음 ▶ (2) 아미노산
의 중심 탄소 원자와 결합되어 있는 원자와 중심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
를 쓰고 ▶ (3) Chemsketch에서 측정되는 원자 사이 결합각 2개와 실제 수업
에서 배운 결합각을 쓰시오. ▶ (4) 추가적으로 해당분자가 평면구조인지 입체
구조인지 구분하시오.
(1) 아미노산의 분자구조

분자구조 캡처 이미지

(2) 아미노산의 중심 탐소 원자와 결합되어 있는 원자와 중심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

중심원자(C)-결합원자

결합길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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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emsketch에서 측정되는 원자 사이 결합각 2개와 실제 수업에서 배운 결합
각을 쓰시오.

이론상으로 배운 결합각

Chemsketch를 이용한 결합각

(4) 추가적으로 해당 분자가 평면구조인지 입체구조인지 구분하시오.

평면/입체구조 유무
O

X

입체구조

3. 다음에서 주어진 분자식을 보고 Chemsketch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분자구조를
3개 그리시오

분자식

캡처 이미지

C₆H₁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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