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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없을까?

1

프로그램 개요 및 제작 의도
이 프로그램은

학년 고

고등학교 학년 생명과학Ⅰ Ⅲ 항상성과 건강 단원에서 병

원체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차 방어 작용 및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면역 반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면역성 과민증인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질환 중 원인도 불분명하지만 치료도 어려운 아토피에 대해
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
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유전적 요인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면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 주변
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 중 피부에 밀접하게 작용하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호전시킬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피부를 개선할 수 있
는 감성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자
연의 재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몸에 맞는 맞춤형 퍼스널 케어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직
업에 흥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학습 목표
알레르기 반응을 이해하고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인 아토피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다
아토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접 천연 화장품을 설계하고 제작해 보는 감성
적인 체험을 경험한다
퍼스널 케어 전문가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

3

STEAM 요소
과학
기술
수학

• 면역 과민반응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 아토피의 증상에 따라 아토피를 진단할 수 있다
• 천연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성질을 이해한다
• 천연 화장품 원료의 적정 비율에 따라 정량하여 화장품 레시피를 설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용

5

4

연계 교과 및 단원
과학

5
STEAM
준거(틀)

학년 고

생명과학Ⅰ Ⅲ 항상성과 건강 단원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진로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1차시 (45분)
상황
제시

꿈꾸기

◉ 맞춤형 퍼스널 케어 전문가란?

• 우리 교재 첫 페이지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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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까요?
- 피부병에 걸린 사진이요.
- 아토피 사진입니다. 등
• 이 사진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의 사진입니다. 여
러분 주변에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입니다. 좋지 않은 면역반응을 결과라고 합니다.
•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역반응과 달리 일반적으로는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면역
반응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알레르기라
고 부릅니다.
•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레르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꽃가루 알레르기, 복숭아 알레르기, 집먼지 알레르기
- 달걀 알레르기 등
•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알레르기 중 처음 본 사진과 같
이 피부에 나타나는 알레르기인 아토피와 이를 대처
하는 방법으로 천연화장품과 이를 설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우리가 학습할 학습목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학습목표
면역성 과민증인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피부에서
나타나는 알레르기의 일종인 아토피에 대해서 이해한다.
아토피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나만의 천연화장품을
설계하여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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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청을 위한
인터넷이 연
결된 컴퓨터
가 필요합니
다.

◉ 면역 반응과 면역 과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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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반응과 면역 과민 반응은 어떤 차이가 있는 알
아봅시다.  꿈꾸기 1
• 면역반응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 면역반응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 면역반응을 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듭니다.
- 면역반응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많이 아파요 등
• 불필요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
상들이 생기나요?
- 몸이 가려워요.
- 재채기, 콧물, 눈물 등이 납니다.
- 목안이 붓습니다. 등
•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아토피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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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토피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꿈꾸기 2
• 피부에서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요?
-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오염 때문에요.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요.
- 화장품이나 샴푸 같은 생활용품이요
• 피부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말고 다른 알레르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비염이요.
- 천식 등도 있어요.
• 아토피의 원인 중 하나인 퍼스널 케어 제품의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꿈꾸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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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 케어 제품이 사용되는 많은 화학물질들이 아
직까지 안전성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학제품보다는 천연제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들이 늘고 있는데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천연화장품의 재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
시다. (과제로 대체 가능)
• 나는 아토피에서 안전한가? 아토피 진단을 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을까요?
-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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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꿈키우기 ◉ 아토피 자가 진단을 해봅시다.

설계

8‘

 아토피의
위험성이 높
은 학생들에
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 아토피 자가 진단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아토피 위험
성을 진단해봅니다.  꿈 키우기 1
• 여러분 모두 자가 진단표를 이용하여 체크를 해보았
나요? 자가 진단표에는 가족력이 있는데 이것은 왜
있을까요?
- 알레르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
• 체크를 한 부분이 8가지 이상이면 아토피가 의심되니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1 -

7 : 아토피 피부염이 약하게 의심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낼 필요는 없지만 소아청소년과를 찾았을 때 전문의
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 14 : 아토피 피부염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단계별 치료의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5 이상 : 정도가 심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혹은 알
레르기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치
료와 환경 개선을 통해 아토피로 인한 고통을 줄여야
합니다.

STEAM
준거(틀)

진로단계

교수・학습 활동
2차시 (45분)

창의적
설계

꿈키우기 ◉ 천연 화장품 레시피 설계하기

•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
니라 자신의 피부에 맞는 맞춤형 천연 화장품을 만들
어 보려고 합니다.
• 화장품 중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로션과 스킨 만드
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꿈 키우기 2
• 로션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
나요?
- 에센셜오일, 보습제, 워터류가 있습니다.
- 유화제와 보존제가 있습니다.
- 방부제도 있어요. 등
• 이러한 제품 중에서 우리 피부에 가장 안 좋은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 방부제인 것 같습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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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재료들의 약용작용을 이해하고 천연 화장품(스

20‘


화장품
타입은 지성,
여드름성, 아
토포성과 같
은 자신의 피
부타입을 말
합니다.

화장품
설계는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스
킨을 만드는
것으로 합니
다.
 워터류,
에센셜오일,
보습제, 스킨
병, 비이커

킨)을 설계해 봅시다.  꿈 키우기 3
• 설계시 자신이 만드는 화장품 이름, 화장품 타입을 먼
저 결정해 봅시다. 결정했나요?
• 다음은 부록을 보면 천연 화장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들의 효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효능들을 잘보
고 자신에게 꼭 맞는 재료들을 선택해 봅시다.
• 예를 들어 여드름성 피부에 좋은 재료를 선택한 친구
도 있을 것이고, 아토피에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친
구들도 있겠죠.
• 그럼 스킨에 들어갈 재료의 분량을 적어 봅시다. (화
장품 레시피 참조)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STEAM
준거(틀)

진로단계

◉ 천연 화장품(스킨) 제작하기

15‘

• 자신이 설계한 스킨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보고 사
용 후기를 작성합니다.  꿈 키우기 1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3차시 (45분)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 자신이 만든 화장품 PR 시간  꿈 펼치기 2

•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으로, 이 시간 안에 자신

30‘

의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생각으로 PR을 합니다.
• 발표를 듣는 친구들은 4개의 제품을 선택하여 PMI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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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
간 부족시 15
개 팀을 선
택해서 발표
합니다.

법을 이용하여 제품을 평가합니다.
• PMI 기법은 발표한 내용 중 좋은 점 (P), 나쁜 점
(M), 흥미로운 점(I)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진로

꿈

설계

다지기

※ 자신이 직접 만든 스킨이 아니라도 자신의 창의적으로
설계한 화장품(스킨)을 PR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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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 케어 제품 전문가로의 진로 생각해보기

• 2013년을 주도할 7가지 미래 산업에 퍼스널 케어 산
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퍼스널 케어제품 전문
가는 앞으로 유망한 직종입니다.  꿈 다지기 1
• 퍼스널 케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화
학, 약학, 의학, 천연물질, 한의학 등에 대한 기본 지
식이 필요합니다.
• 퍼스널 케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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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는 생명과학, 화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
과, 뷰티케어학과, 화장품학과, 천연화장품학과, 한방
미용학과 등이 있습니다.
• 퍼스널 케어 전문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준
비가 필요한지 생각해봅시다.  꿈 다지기 2

6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내용

평가 방법

• 면역 반응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민반응의 원인과 증상을 설명할
지식과 내용

수 있는가?

수행 평가

• 퍼스널 케어 제품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가?
• 퍼스널 케어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효능을 이해하고, 이를
기능 및 기술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산출물 평가

• 기존의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는가?
• 아토피 및 과민성 면역 반응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을 이해하려
정의적 측면

고 노력하였는가?
•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는가?

관찰 평가
활동지 평가

• 자신이 만든 화장품을 PR할 때 적절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
의사소통

의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였는가?
• 다른 사람이 제품을 소개할 때 경청하여 듣고, 다른 친구가 만
든 제품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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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평가

▶ 보충자료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아
토피에

대한

자료입니

다. 특히 성인에서 나타
나는 치료가 힘든 아토
피에 대한 영상을 준비
하였습니다.

http://news.kbs.co.kr
/news/NewsView.do
?SEARCH_NEWS_CO
DE=2674396&ref=S

▶ 알레르기의 원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레르겐이이라고 말하며 이 물질
이 몸에 들어오면 면역 과민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증상으로는
천식, 비염, 피부 발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 발진의 한 형태
인 아토피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비누 등과 같은
생활용품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연제품을
이용하여 이러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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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
면역 과민방응인 알레르
기의 정의, 원인 그리고
증상에 대한 읽기 자료
와 동영상 자료입니다.

▶ 지도의 주안점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와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알레르기 원인을 알려주
는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알
레르기가 면역반응의 일
종임을 알게 된다.

▶ 우리 몸의 파수꾼 『면역반응』
우리 몸에는 병원체에 대항하여 이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
는 방어 기능이 있는데 이를 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감염 즉시 작동하는 선천성 면역과 병원체에 노출된 후
체내에 방어 체계가 활성화되어 침입한 병원체에 대한 방어 작
용이 이루어지는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 알레르기 반응에서 생기는 『히스타민』
꽃가루와 같은 항원이 최초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
어져 비만세포와 결합하고, 이후 같은 항원에 노출되면 항원-항체
결합은 비만세포를 자극하여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합니다. 히스
타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가려
움증을 유발해서, 재채기, 콧물, 눈물 등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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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후천성 면역 반응으로 체
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을 소개하고 체액성 면역
에서 불필요한 면역 반응
인 알레르기 반응을 소개
한다.

▶ 아토피의 원인
아토피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데 1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는 소아아토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토피는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으로 면역체계가 약화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고 만
성질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토피의 또 다른 원인은 환경
적인 요인으로는 산업화로 인한 매연 등 환경 공해, 식품첨가물
사용의 증가, 서구식 주거 형태로 인한 카펫, 침대, 소파의 사용
증가, 실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집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알레르겐)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용

13

▶ 퍼스널 케어 제품과 아토피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비누, 샴푸와 같은 제
품들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성분들이 87%나 된다고 한다.
특히 화장품에 들어 있는 방부제와 향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향
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습진과 유사한 피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약 10%가 향에 민감한 것으로 밝혀졌습
니다. 다른 화장품 알레르기는 모발 염색제에 대한 알레르기와
매니큐어에 들어 있는 수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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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
아토피의 위험성을 확인
해 볼 수 있는 아토피 자
가 진단표입니다. 자가 진
단표를 꼼꼼히 읽고 자신
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해 봅시다.

▶ 지도의 주안점
이번 페이지에 있는 아
토피 진단표를 보고 아
토피를 진단해 보게 합
니다. 아토피는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반드시 체크해
보게 합니다.

고등학교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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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로션이나 에센스, 크
림을 만들 때 항상 60~
70도로 가열하는 이유
는 흔히 사용하는 유화
제(올리브유화왁스, 이멀
시파잉왁스, 몬타왁스 등)
가 60도 이상에서 녹으
며, 이들이 완전히 녹아
야만 제 역할을 하기 때
문입니다.
2. 유화제를 녹일 때 전
자레인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10초 단위로 확
인하면서 녹이세요. 전자
레인지로 오랜 시간 가열
하면 재료에 포함된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3. 로션이나 크림을 만
들 때 욕심을 내서 기능
성 첨가물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
다. 많은 양의 첨가물은
화장품의 발림성을 떨어
뜨리고, 여러 종류의 기
능성 첨가물을 한꺼번에
사용하면 오히려 서로의
기능을 방해해서 첨가물
들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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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자신에게 맞는 천연
화장품을 만들 때 적절
한 에센스 오일을 사용
하면 피부 보호 이외에
다른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에센스오일을
이용하여 약용효과를 볼
수 있는 자연치료를 아
로마테라피라고 합니다.
2. 자신에게 적합한 에
센스오일은 부록의 에센
스오일의 효과를 확인하
고 사용해 봅시다.

고등학교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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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너
무 많은 기능성 물품들
을 넣지 않고 목적에 맞
는 재료만 넣도록 지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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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자신이 만든 화장품
(스킨)을 발표하는 과정
이다. 발표할 때 자신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가정
하고 2분간 주어진 시
간 안에 자신이 만든 제
품의 특징을 있는지 관
찰한다.
2. 학생들은 이 중 4개
의 제품에 대해서 PMI
기법으로

평가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평가는 학생들의 상
호평가에 이용한다.

고등학교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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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퍼스널 케어 제품 전문
가(천연화장품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과

학, 약학, 의학, 화학 등
과 같은 과목을 기본적
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퍼스널

케어와

관련된 학과에 대해 알
아보고 적성에 맞는 친
구들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퍼스널 케어 제품 전문가가 되려면
퍼스널 케어 제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천연재료가 가
지고 있는 약용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반응과 알레르기 질환이 대한 과학적 지식
도 필요하고, 천연재료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울로 정량
을 계량하고 재료를 섞기 위해서 중탕 등과 같은 과학기구를 다
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재료를
찾고 이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도 요
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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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1. 진로와 관련되어 자
신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2. 퍼스널 케어 제품 전
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
은 자신의 진학 및 직업
에 대한 계획을 3년, 6
년, 9년, 12년 후로 나
눠서 세워봅시다.

고등학교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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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케어 제품 전문가 사진/그림, 참고자료
사진/그림

출처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
4396&ref=S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detail.nhn?selectedTab=detail
&diseaseSymptomTypeCode=AA&diseaseSymptomCode=AA001034&
cpId=ja3#con

http://www.youtube.com/watch?v=e5NFB-2KJ4k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
00002678

http://blog.daum.net/nspcho/8911995

* 참고 자료
정선아(2011). 약사 버블워니가 만드는 천연비누. 중앙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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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
건강한 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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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

프로그램 개요 및 제작 의도
이 프로그램은

학년 고

과학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영양소와 하루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에 대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양소와 사용한 에너지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비
만이라는 질환이 일어난 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
하는 에너지와 사용하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는 과정을 창의적으로 설계해보도록 하였
습니다 특히 비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설탕 섭취 및 패스트푸드 섭취에 대
해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학생들이 자신들 식습
관에 대한 개선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건강 관리사 헬스
코디네이터 라는 직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직업에 대한
자신의 적성 및 흥미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학습 목표
섭취하는 영양소와 사용하는 에너지의 균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다
건강 관리사 헬스 코디네이터 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

3

STEAM 요소
과학
기술
예술
수학

• 영양소와 사용하는 에너지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영양과 에너지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영양소에 포함된 설탕 및 나트륨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 개인이 하는 에너지량과 섭취하는 음식물의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 패스트푸드에서 있는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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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 교과 및 단원
과학

5
STEAM
준거(틀)

학년 고

과학 Ⅴ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진로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1차시 (45분)
상황

꿈꾸기

제시

◉ 음식의 불균형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만들까?

7‘

• 슈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라는 영화가 있습니
다. 30일 동안 패스트푸드만 먹고 몸의 변화를 기록
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 교재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30일간의 몸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30일 동안 패스트푸드만 먹으
면 어떤 이상들이 있을까요?
- 살이 쪄요.
- 건강에 안 좋아요. 등
• 실제 이러한 실험을 한 영화감독은 30일 동안 체중
증가, 콜레스테롤 수치증가, 우울증 두통 등의 이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창의적

꿈

설계

키우기

• 우리는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통해 열량
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얻은 열량과 사용하는 열
량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 살이 쪄요. or 살이 빠져요.
- 건강이 나빠져요. 등
•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3‘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공부

우리나라
에 서 도
2004년 윤
광용
씨가
‘패스트푸드
만 한 달 먹
기’ 실험을
하였지만 건
강 악화로 16
일 만에 중
단한 사실이
있다.

해야 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학습 목표
과학적인 건강관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헬스케어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
◉ 패스트푸드와 Food Revolution

• 제이미 올리버는 영국의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제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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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청을 위한

인터넷이 연
결된 컴퓨터

올리버가 학교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
였습니다. 제이미 올리버의 강연 동영상(18분)을 시청
하고, 오늘날 서구화되고 있는 우리의 식습관의 문제
점을 생각해 봅시다.  꿈 키우기 1
• 제이미 올리버의 TED 강연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
가요?
- 설탕이 비만의 원인이에요.
-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 패스트푸드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등
• 우리가 건강한 몸 만들기와 우리가 먹는 음식 사이에
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요.
-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의 열량을
잘 알고 먹어야 해요. 등
• 제이미 올리버의 강연에서도 본 것과 같이 건강한 몸
만들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설탕입니
다. 설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식물 속에 숨어 있

7‘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에 숨어있는 설탕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꿈 키우기 2

 설탕 더
미 사이트
http://www.
s u g a r
stacks.com

• 설탕 더미 (Sugar stack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음식물에 들어 있는 설탕의 양을 각설탕으
로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
법도 생각해봅시다.
- 음료수 뒷면에 있는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합니다.

5‘

- 당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합니다. 등
• 설탕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
을까요?
-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고 먹습니다.
- 너무 달지 않게 먹습니다.
- 외부음식이 아닌 집에서 해주는 음식을 먹어요.
- 음료수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등
• 우리는 건강한 몸 만들기를 위해서 음식물 조절의 필
요성을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식물에 포함되
어 있는 열량과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열량에 대해
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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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준거(틀)

진로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2차시 (45분)
창의적

꿈

설계

키우기

◉ 음식 속에 숨은 열량 찾기

• 우리가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 중 햄버거에는 얼마나

10‘

많은 열량이 숨겨져 있을까요? 햄버거에 숨겨진 열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햄버거의
영양성분을
학생들이 직
접 찾지 못
할 때 교사
가 제시

- 패스트푸드 업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합니다.
- 가계 메뉴판에 적혀 있는 열량을 확인합니다. 등
• 보통 햄버거세트의 경우 1000Kcal 내외의 고열량의
식품입니다. 다음 A, B 햄버거의 영양성분표를 보고
햄버거의 열량이 차이나는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 지방의 함량 때문이에요.
• A 햄버거가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열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저열량
의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해봅시다.  꿈 키
우기 1

5‘

- 패티를 저열량의 닭가슴살을 사용합니다.
- 튀기지 않고 굽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 소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
◉ 균형 잡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생활 설계

•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꿈 키우기 2
※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학습하고, 자신의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구해서 1일
대사량을 계산합니다.

• 하루 에너지 섭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적어봅니다.  꿈 키우기 2
• 부록에 있는 1회 분양별 영양소 함량표를 바탕으로
하루 에너지 섭취량을 계산합니다.
• 1일 대사량과 하루 에너지 섭취량을 비교하여 에너지
균형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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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균형 상태를 확인한 후 자신의 에너지 균형
상태에 따라 본인의 에너지 활용 계획을 세웁니다.
과다 섭취의 경우 소모 계획을 섭취한 에너지량이 부
족하면 채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7‘

◉ 건강 지킴이 포스터 만들기

 식단표에
있는 음식의
열량은 부록
의 표를 참
조하고 만약
없을 시 식
품의약품안
전처 식품영
양소데이터
베이스를 이
용합니다.
http://www.
foodnara.g

• 우리는 영양에 균형 잡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

o.kr/kisna/i

에서 섭취하는 열량과 우리가 사용하는 열량의 균형을

ndex.do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길러야 하는데 이러한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한 홍보

10‘

용 포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꿈 펼치기 1
• 조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건강한 몸을 위
한 주제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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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와
3차시에 시
간을 두어 학
생들이 포스
터에 대한 충
분한 아이디
어를 얻을 시
간을 줍니다.

포스터의 내용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공식품의 위험성
비만과 나트륨,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노력
‘설탕의 함정’ 우리가 먹는 음료에 숨어있는 설탕
영양 과다의 시대 우리의 균형적인 몸을 위한 식습관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위한 노력
올바른 운동방법과 운동습관

• 포스터를 만들기 전 우선 조별로 조이름, 포스터제목,
역할분담은 포스터를 만들기 전 조별 토의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로 활동지를 참고하여 토
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AM
준거(틀)

진로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10‘


포스터
제작에 필요
한 컴퓨터,
사진기
및
실험도구 준
비

3차시 (45분)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 지난 시간 역할분담을 통해 계획한 포스터 제작을 위
한 설계도를 작성해 봅시다.  꿈 펼치기 1
• 설계도에 따라 직접 포스터를 제작해 봅시다. 포스터
제작은 PPT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활동을 촬영하여 UCC

35‘

형태로 제작하여도 좋습니다.
• 포스터 제작 과정에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기
록해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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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준거(틀)

진로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35‘

 발표 가
능한 컴퓨터,
빔프로젝트
또는 모니터
준비

4차시 (45분)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진로

꿈

설계

다지기

◉ 건강 지킴이 포스터 발표  꿈 펼치기 2

• 조별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으로 이 시간 안에 포스
터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조를 제외한 4개 조의
발표를 듣고, PMI 기법을 이용하여 포스터를 평가합
니다.
• PMI 기법은 발표한 내용 중 좋은 점 (P), 나쁜 점
(M), 흥미로운 점(I)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로의 진로 생각해보기

•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

17억 명에 달하고, 연간 체중관련 사망자도 250만 명
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대단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으며, 건강관리 전문
가는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
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 및 다이어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필요성은 절
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꿈 다지기 1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에너
지사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량과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열량의 개념 및 계
산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는 태도도 역
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사가 되기 위해
서는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의학 등과 같은 과목을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진학할 수 있는
학과에는 생명과학과, 식품영영학과, 간호학과, 의료
IT공학과, 헬스케어 바이오 의료학과,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준
비가 필요한지 생각해봅시다.  꿈 다지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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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내용

평가 방법

•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계산하여 1일
지식과 내용

대사량을 계산할 수 있는가?
• 음식물에 포함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는가?

수행 평가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가?
기능 및 기술

• 포스터 제작을 설계도에 맞게 컴퓨터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는가?
• 기존의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는가?
• 조별 활동을 할 때 역할 분담에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

정의적 측면

하였는가?
• 포스터 제작에 협동적으로 잘 참여하였는가?

산출물 평가

관찰 평가
활동지 평가

• 조별 자료 수집 및 지원방법을 찾을 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의사소통

자료를 수집하였는가?
• 포스터 발표시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조의 발표 내용을 명료
하게 전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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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평가

▶ 보충자료
슈퍼 사이즈 미라는 영
화는 2004년에 개봉된
영화로 패스트푸드만 먹
고 1달 후의 몸의 변화
를 확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보고

이

영화를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윤광용 씨가 ‘패
스트푸드만 한 달 먹기’
실험을

하였지만

건강

악화로 16일 만에 중단
한 사실이 있다.
▶ 지도의 주안점
슈퍼 사이즈 미 실험 한
달 후의 결과
1. 엄청난 두통
2. 우울증
3. 심장병 발병률 증가
4. 지방간
5. 콜레스테롤수치 증가
6. 체중 증가

▶ 건강관리
과학적인 건강관리에는 영양소의 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이해
하고,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헬스케어 코디네이더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는 건강관리사로 불리며 우리의 몸의 영
양, 운동, 스트레스, 체형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일컫는 직업인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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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과도한 영양은 비만을 불
러일으키고 식습관과 관
련된 질병이 인간의 가장
큰 사망 원인중 하나입니
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와 사용하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 제이미 올리버의 스쿨디너
영국 공립학교 급식개혁 프로젝트인 <제이미 올리버의 스쿨디
너>가 방송되던 시점의 영국의 학교 급식은 가공식품을 데워서
나눠주는 수준의 아주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제이미는 지
방의 한 공립학교에 영양사로 자처하고 나서 이런 현실을 개선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과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아
이들에게 새로운 급식을 먹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정
성을 다한 요리를 '맛없다'며 잔반통에 버리며, 주변의 사람들은
제이미 올리버를 못 마땅해 합니다. 하지만 제이미는 이를 극복
하고 마침내 당시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에게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약속을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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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
Sugar Stacks 홈페이지
:http://http://www.sugar
stacks.com/

▶ 지도의 주안점
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
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 비만의 원인 「설탕」
우리는 지금 과도한 영양을 섭취하여 영양불균형이 오는 식습
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이 설탕
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섭취하는 설탕들이 비만의 주
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설탕량 확인 방법
설탕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구입한 제품의 성분 분석표
에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
다. 설탕량을 직접 확인 하는 방법으로 당분측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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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햄버거 세트의 열량
은 1,000kcal 내외 이며
각각의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단품들의 열량
이 나와 있으며 학생들
에게 직접 찾을 수 있도
록 지도합니다.
예시)
http://www.lotteria.com
/menu/Menu_View.asp?
Idx=73&C1=2&C2=4&
C3=
2. 햄버거 및 다양한 구
성성분의 영양소에 대한
정보는
처

식품의약품안전

식품영양소데이터베

이스에 가면 확인이 가
능합니다.
http://www.foodnara.go.
kr/kisna/index.do
3. 케찹과 소스에 사용
되는 당분에 많은 양의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사용하는
소스에는

지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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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표시 기준

▶ 지도의 주안점
1.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을 모두 조사하기 힘
들면 우리가 점심때 먹는
급식의 식단표를 이용하
여 점심의 열량을 구해
봅시다.
2. 식단표에 있는 음식
의 열량은 부록의 표를
참조하고 만약 없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영양소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http://www.foodnara.go.
kr/kisna/index.do
3. 지금의 나의 에너지
균형상태를 확인해 보고
균형상태의 불균형이 오
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 공급된 영양분이 많
으면 걷기, 계단 올라가
기 등과 같이 학교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활동
을 통해 사용하는 에너
지를 늘려보자.
▶ 기초 대사량과 기초대사율
기초 대사량이란 심장 박동, 호흡 운동 등과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며, 이것은 사람이 휴식 상태에
서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인 기초 대사율로 계산합
니다. 기초 대사율은 체중, 성별, 나이 및 유전 등의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기초 대사율은 개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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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음식물 열량 찾기
▶ 사이트 주소
http://www.foodnara.go.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 접속하기

kr/kisna/index.do

2. 내가 먹은 음식 클릭하기

3. 칼로리 사전을 이용하여 음식물의 100g당 칼로리를 찾을 수 있으
며 내가 먹은 식단의 음식물의 칼로리를 모두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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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갈비탕의 칼로리는 100g당 39.46Kcal 이며, 갈비탕에 포함된 다양
한 영양성분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운동칼로리 계산하기

▶ 지도 주안점
운동계획을 세울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

1. 왼쪽에 있는 메뉴의 운동칼로리계산기를 클릭한다.

게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소비할 열량과 성별, 나이, 키, 몸무게를 입력하고 활동정보를 넣으
면 소비활동에 대한 정보와 시간을 알 수 있어 운동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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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학생들의 감성적 체
험을 위해 균형 잡힌 생
활에 관련된 내용의 포
스터를 작성해 보자. 포
스터 작성을 위해 자료
조사, 실험 및 관찰은
과제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
2. 포스터는 ppt로 작성
하여 조별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Rethink your drink :
http://news20.busan.co
m/controller/newsContr
oller.jsp?newsId=20120
416000174

▶ 포스터의 예시
< Rethink your dr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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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학생들이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수업
시간에는 포스터 제작을
위한 설계도만 작성하도
록 하고 완성은 과제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2. 조별 활동에서 좋았
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기록하게 하여 자기 평
가의 자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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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학생들의 준비한 포스터
를 발표할 수 있도록 컴
퓨터 수업이 가능한 교
실이 필요합니다.
▶ 지도의 주안점
발표에 대한 평가는 학
생들이 직접 PMI 기법
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
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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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자격증
건강 관리사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으나 민간자격증은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건
강코디네이터협회라는 곳으로 이곳에서 생각하는 건강관리사는
영양, 운동, 스트레스, 체형 등과 같은 몸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
리하는 직업이며 앞으로 건강관리사가 필요한 곳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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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1. 진로와 관련되어 자
신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2.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가 되고 싶은 학생은 자
신의 진학 및 직업에 대
한 계획을 3년, 6년, 9
년, 12년 후로 나눠서
세워봅시다.

44 아픔의 치유, 건강한 미래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사진/그림, 참고자료
사진/그림

출처
모건 스펄록 감독의 ‘슈퍼 사이즈 미’ (2004) 예고편에서 캡쳐
http://movie.naver.com/movie/bi/mi/mediaView.nhn?code=38789&mid=3425
제이미 올리버의 TED Prize wish :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해 가르칩시다에서
캡쳐
http://www.ted.com/talks/jamie_oliver.html

http://www.sugarstacks.com/fruits.htm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041600
0174

교학사 과학 교과서 참고부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표시정보 http://www.mfds.go.kr/nutrition/index.do?nMenuCode=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 http://www.foodnara.go.kr/kisn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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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3

∙ 유전자 상담사 ∙
유전정보를 상담해주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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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를 상담해주는 사람들

1

프로그램 개요 및 제작 의도
이 프로그램은

생명공학

학년 고

생명과학 Ⅰ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생명과학 Ⅱ 유전자와

단원의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유전 단원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면서 유전 상담사라는 직업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 그 목적입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서는 우선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병의 대표적인 경
우인

질환과 유방암에 대한 상황을 제시 하여 학생들에게 유전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전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학생
들이 실제로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유전 상담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의 유전 상담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가상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가지 질환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은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언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상의 내담자의 질문을 구성
하였고 이를 경험하여 학생들에 유전 상담자로의 적성과 흥미가 있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학습 목표
가계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유전에 의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전 질환이 있는 가상의 내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줄 수 있다
유전 상담사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

3

STEAM 요소
과학
예술

수학

• 가계도를 통해 유전현상을 이해하고 유전 질환을 판단할 수 있다
• 내담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상담을 통해 조언을 할 수 있다
• 내담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 가계도 분석을 통해 유전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 유전자 빈도를 통해 유전질환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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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 교과 및 단원
과학

5
STEAM
준거(틀)

학년 고

생명과학 Ⅰ ｢Ⅱ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생명과학 Ⅱ ｢Ⅱ 유전자와 생명공학｣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진로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1차시 (45분)
상황
제시

꿈꾸기

◉ 고기를 먹지 못하는 질병 PKU

8‘
 치료가 힘
들고, 유전되
는 유전병의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재의 첫 장에 먹지 못하는 천하장사 민석이의 이야
기가 나옵니다. 민석이가 앓고 있는 PKU라는 질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 TV에서 PKU 질병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 생명과학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등
• PKU 질환은 단백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페닐알라닌
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되어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PKU 질환을 앓고
있는 민석이의 가족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 PKU 질환을 걸리면 고기를 못 먹는데 식사가 고민
일 것 같습니다.
- PKU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할 것 같습
니다. 등
• PKU 질환처럼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
들은 치료가 힘들고, 가족들에게 유전되는 특징을 가
지고 있습니다.
• PKU 질환같이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
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암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걸려요.
- 다운증후군이요. 등
• 이러한 질환들을 유전병이라고 하며, 유전질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을 유전 상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전 상담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학습 목표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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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염색체의
수이상과 구
조 이상에 의
해 에 의해
생기는 유전
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끌어낸다.

학습 목표
유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이해할 수 있다.
유전자 상담을 위한 과정을 설계해 봅시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유전 상담을 경험해 봅시다.

7'


유전자
검사에 대한
내용은 생명
과학Ⅱ에 나
오는 내용이
므로 핵형분
석 및 염기
서열 분석하
는
방법이
있음을 언급
한다.

• (상황제시 1) 신문 기사는 톱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선
택이라는 칼럼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같이 살펴보
겠습니다.  꿈꾸기 1
• 안젤리나 졸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요?
-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 때문에 미리 유방절제술을 받
았습니다.
• 졸리가 일반인에 비해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
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
이 유전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 변이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등
• 졸리가 변이된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
떻게 알았을까요?
- 유전상담을 받았습니다.
-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등

15‘

• 앞에서 민석이가 앓고 있는 질환인 PKU 질환에 대한
다른 동영상을 한 번 볼까요?  꿈꾸기 2


동영상
자료를 보기
위 해 서 는
인터넷이 가
능한 컴퓨터
및 빔프로젝
터가 필요합
니다.

• PKU 질환이 걸렸는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
은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PKU 질환은 왜 조기 발견
이 중요한 것일까요?
- PKU 질환은 외형상에 이상으로 알기 힘듭니다.
- PKU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기 힘듭니다.
- PKU는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비디오에서 PKU는 식이요법만 잘하면 오랫동안 살
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 PKU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단백질을 섭취
하면 이른 나이에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등
• 네, 다들 동영상을 잘 보았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PKU 질환 환자에게 만약 조언을 준다면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
창의적

꿈

는지, 그리고 어떤 조언들이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10‘

 학생들에
수업시간에
자료를 조사
하기 위해서
는 스마트폰
사용을 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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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키우기

◉ A씨의 고민 상담

 꿈 키우기 1

도 좋습니다.
또는 헌팅턴
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
는 과제로 제
시해도 좋습
니다.

• 자신의 가족 중 유독 치매에 걸린 사람이 많은 남자
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유전질환(헌팅턴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남자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헌팅턴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가족력을 자세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 치료법이나 지원 방법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 유전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방법도 조사해야
합니다. 등
•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은 헌팅턴병이 의심되는 남자와
상담하기 전 미리 물어볼 질문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
다.

STEAM
준거(틀)

진로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10‘


가계도
작성법에 대
해서 간단히
설명해 준다.
가계도 작성
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교사용 지도
서를 참고

2차시 (45분)
창의적

꿈

설계

키우기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내 드린 것처럼 헌팅턴 병이
의심되는 남자 A씨의 상담 내용을 보고 실제 헌팅턴
병에 걸렸는지 과학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 다음은 A씨의 상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A씨
의 고민을 과학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10‘

• 가계도는 유전병에 대한 가족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A씨의 상담 내용을 다 읽
었으면 가계도를 작성해 봅시다.  꿈 키우기 2
• (학생들이 가계도를 작성하는 중에 질문하기) 가계도
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5‘

- A씨의 큰 고모의 증상을 알 수 없습니다.
- A씨의 아버지의 증상을 알 수 없어요. 등
• A씨의 큰 고모는 치매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
만 A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치매
가 있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 A씨의 가계도를 완성해보고 A씨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유전병의 빈도를 한 번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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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시 (45분)
 헌팅턴병
은 10만 명
당 4명 정
도가 나타나
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 모두 가계도를 작성했으면 A씨의 가족들에게 나타나
는 치매증상은 일반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치매증상과
비교했을 때 빈도의 차이가 있나요?
- 예 A씨 가족은 높은 빈도로 치매(헌팅턴병)이 나타
납니다.
- 21명 중에 7명이 치매증상을 보입니다. 등
• A씨의 가족들이 헌팅턴 질환에 대한 유전병이 의심된

5‘

다면 A씨가 헌팅턴병에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시뮬레이

요?

션 카드 오

- A씨의 아버지가 헌팅턴병에 걸렸을 경우 50%의 확

려서 준비하
기

률입니다.
-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등
• A씨 집안에서 일어나는 치매는 유전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해 봅시다.
- 유전자 검사법이 있습니다.
- 뇌자기 공명검사법이 있습니다. 등
• 만약 A씨가 헌팅턴 질환에 걸렸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료법을 조사해봅시다.  꿈 키우기 3


10‘

진학과

관련된

학

과 안내

• 그리고 A씨는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자녀에게도 이 질환이 유전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해봅시다.
STEAM
준거(틀)

진로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3차시 (45분)
창의적

꿈

설계

키우기

• A씨 가족에게 나타난 질환이 실제 유전에 의해서 일

5‘

어난 일이라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헌팅턴병의 치료법은 현재 없습니다.
- 질병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등
• A씨가 자신이 치매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
어, 큰 슬픔에 빠졌다가 사랑하는 연인의 도움으로
다소 안정이 되었습니다. A씨의 연인과는 결혼을 약
속한 사이인데 만약 자녀를 가진다면 자녀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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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리는지 궁금해 합니다. 도움을 주세요.
- 인공 수정을 통해 정상적인 수정란만 고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 시험관 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 유전 상담사가 되어 봅시다.

 꿈 펼치기

• 가상의 상담은 2인 1조가 되어 상담자와 내담자가 되

30‘

 시뮬레이
션 카드 오
려서 준비하

어 4장의 카드를 뽑아서 묻고 답하는 활동입니다.

기

• 2명씩 짝을 지었으면 각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되어서
상담활동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준

• 제시된 주제 중 하나를 골라서 유전 상담을 준비해

비내용 및 질

봅시다.

문 내용은 교

• 상담 시 질문할 내용 작성해봅시다.

사용 지도서

• 2인 1조가 되어서 시뮬레이션 카드를 이용하여 묻고

참고

답하는 가상의 상담해봅시다.
• 활동지에 선택된 질문지의 내용과 자신이 상담해준
진로

꿈

설계

다지기

내용을 적어 봅시다.

10‘



관련된 학과
안내

◉ 유전 상담사로의 진로 생각해보기

• 유전 상담의 역사는 처음 헌팅턴병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전 상담의 역사 및 유전
상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꿈 다지
기 1
• 유전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전학에 대한 기본
지식과 상담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전
상담사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과목과 진학할 수 있
는 학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유전 상담사의 진로를 걷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해봅시다.  꿈 다지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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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과

6

평가 계획

평가 영역
지식과 내용

기능 및 기술

평가 내용
• 유전의 원리에 대해 알고, 유전 질환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 유전 상담사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유전자 검사하기 위한 가계도 작성을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는가?
• 기존의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는가?
• 유전 상담자의 입장에서 가상의 상담 시 진지하게 내담자의 상

정의적 측면

담을 들어 주었는가?
•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는가?

평가 방법
수행 평가

산출물 평가

관찰 평가
활동지 평가

• 모둠별 자료 수집 및 지원방법을 찾을 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의사소통

자료를 수집하였는가?

관찰 평가

• 가상 상담을 할 때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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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
『먹지 못하는 천하장사
민석이』 : 2009년 10월
12일 EBS 다큐아이에서
방영된 PKU 질환을 앓
고 있는 씨름선수 민석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
입니다.

▶ 지도의 주안점
1. 가상의 상담을 통해
서 학생들이 유전 상담
이라는 간접적인 경험
을 하는 것이 본 프로
그램의 목표 중 하나입
니다.

▶ 유전 상담이란?
유전 상담이란 유전병을 치료하고 결혼·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유전자의 이
상으로 유전되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정보의 제공과 치료안내
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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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
PKU 질환에 대한 읽기
자료입니다. 학생들에게
읽기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용 활동지의 동영
상을 시청하지 못할 경
우 읽기 자료로 대체하
셔도 됩니다.

▶ 보충자료
1. PKU 환자들의 식이
요법 사진은 『먹지 못
하는 천하장사 민석이』
영상의 일부입니다.

▶ PKU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노력
기업에서는 국내의 PKU 환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
고 있다. 위의 그림에 나오는 저단백 햇반은 PKU 환자들을
위해 특수 개발된 특수 식품입니다. 이외에 매일 유업에서
PKU 환자들을 위해 우유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
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
&oid=052&aid=000027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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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
안젤리나 졸리의 『나의
의학적 선택』은 2013년
5월 14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칼럼의 제목입니
다. 이 기사는 이 칼럼
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
사입니다.

▶ 지도의 주안점
1. 가족력이 있을 경우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
률이

일반인에

현저하게

높기

비해서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
의 예방을 권고하고 있
다는 사실을 지도합니다.

▶ BRCA 유전자
BRCA1 유전자는 유전성으로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7번 염색체에 있는 BRCA1과 13번 염색체
에 있는 BRCA2 2종류의 유전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BRCA1
의 이상은 난소암을 발병시키기 쉬운데, BRCA2에서는 그러
한 경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염색체 우성으로 작용하
여 자녀에게 50%비율로 유전된다.
BRCA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검사와
유전자의 중복, 결실 여부 검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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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다음 동영상은 명의의
예고편 및 SBS 스페셜
의 하이라이트 부분입
니다. PKU 질환에 대한
요약이 있어 학생들에
게 PKU를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 광고부분이 있
을 수 있습니다.

▶ 보충자료
다음은 PKU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KU
가족들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
main/read.nhn?mode=
LPOD&mid=tvh&oid=
052&aid=0000007867

▶ 초기 발견의 중요성 PKU 질환
PKU 질환은 생후 6개월 이전에 발견이 중요한데 이때부터 식
이요법을 통해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정신지체와 같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PKU 질환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들
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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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자료 조사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
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
한 자료조사를 위해 학
생들이 이 차시를 마치
고 과제로 이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충자료
‘Naver 건강’에서 헌팅
턴병을 검색하면 원인과
치료법 등 다양한 자료
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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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텅턴병와 유전상담
유전상담은 헌팅턴병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미
대륙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던 유전병이다. 헌팅턴 병의 증상은
갑자기 몸을 움찔거리는 무도증, 정신증상 및 치매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보충자료
다음 내용은 가상의 인
물 A씨의 자신의 가족
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
이 A씨의 가계도를 작
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도의 주안점
이 내용을 교사가 직접
읽어줘도 되며 힘들 경
우 학생들에게 읽기 자
료로 제공해도 좋을 것
입니다.

▶가계도 작성법
가계도는 주로 의학이나 생물학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간의 관
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은 선이
수평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는 결혼을 가리키며, 수직으로 이어진
관계는 부모자식 관계를 가리킨다. 남성은 사각형, 여성은 원으
로 표시하고 삼각형은 임신한 여성 뱃속의 태아를 가리킨다. 만
일 사망한 경우에는 × 표시를 하며 태아가 유산된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쌍둥이(twins)는 한 점에서 뻗은 두 개의 선으로 표
시되고, 입양아는 파선, 수양아는 점선으로 표시하고, 기호 안에
는 유전병을 기호화해서 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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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텅턴병의 가계도

▶지도의 주안점

.

상담 당사자는 Ⅲ-9입
니다. 실제 학생들이 가
계도를 작성했을 때 큰
고모(Ⅱ-2)와
아버지(Ⅱ-9)의

내담자의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
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교
사가 다음 내용을 추가로
답을 해주면 됩니다.
1. 내담자의 큰 고모 역
시 치매증상을 보입니다.
2. 내담자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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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계도는 실제 헌팅턴병의 가계도를 보여줍니다. 헌팅턴
병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질환을 보이는 사람의 자녀는 50%의
확률로 질환이 나타납니다.

▶ 헌팅턴병의 특성
헌팅턴병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하는 중추신경계 질병이다.
최근에는 4번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도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습니다. 어릴 때 발병할수록 유병기간이 길고, 병리학적인
변화도 심하며, 뇌실 용적이 크게 증가해 치매를 동반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주로 30∼40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발병 후 15∼20년 이내에 사망하고, 청소년기 발병률은 전체 환
자의 10％ 정도이며, 발병 후 보통 8∼10년 정도 생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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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병 (Huntington's disease)
[ 정의 ]
염색체

에 위치하는 헌팅턴

유전자에는

특이한 서열이 존재한다 헌팅턴병은 이
무도증 정신증상 및 치매가

세 개의 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반복서열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대 증상이다 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무도증이 비교적 신체 일부에 국한

되어 나타나지만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무도증이 전신으로 퍼진다 진단이 이루어진 후 사망에 이르기
까지

년 정도가 소요된다 오랜 기간에 걸쳐 병이 진행되면 결국 과다근육긴장증과 심한 경직

상태에 이르게 되며 주로 흡인성 폐렴 음식물이나 입안의 미생물 등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잘못 흡인되어 발생하는 폐렴 으로 사망한다
[ 원인 ]
염색체

에 위치하는 헌팅턴 유전자에는

세 개의 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서열이 존재하

는데 헌팅턴병은 이 반복서열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발생한다 정상인에게서는
평균

회 정도이지만 헌팅턴병 환자에게서는

반복 횟수가

회 이상 나타나며 반복 횟수는 헌팅턴병이 발병하는

나이와 반비례한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특히 부계 유전 시 대물림악화

에 의하여

반복 횟수가 증가되면서 발병연령이 낮아지고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동일한 이상 증상이 산발성 명
확히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증상 ]
무도증 정신증상 및 치매가 헌팅턴병의 대 증상이다 주로

대에 발병하며 모계 유전인 경우 좀

더 늦게 발병하는 경향이 있다 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무도증이 비교적 신체의 일부에 국한되어 나타
나지만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전신으로 퍼진다 오랜 기간에 걸쳐 병이 진행하면 결국에는 과다근육긴
장증과 심한 경직 몸이 굳어서 뻣뻣해진 상태

상태가 된다 진단에서 사망까지는

년이 걸리며

주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다 정신 증상은 발병 전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우울증

으

로 인한 자살 가능성도 높다 그 외에도 강박증 자기조절력결핍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진단 ]
신경과 의사의 진료를 통해 임상적 진단을 내린 후 유전자 검사 및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다
[ 검사방법 ]
헌팅턴병 환자의 뇌 영상검사 시 뇌 자기공명영상 뇌
뚜렷하게 나타나고 기저핵

상에서 미상핵

의 위축이

의 대사 저하가 관찰된다

[ 치료방법 ]
항불안제나 비정형 신경이완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여 운동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신
증상과 무도증을 완화시키도록 한다
[ 경과 및 합병증 ]
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무도증이 비교적 신체의 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전신으로
퍼진다 오랜 기간에 걸쳐 병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과다근육긴장증과 심한 경직 몸이 굳어서 뻣뻣해짐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진단에서 사망까지는
출처

년이 소요되며 주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다

네이버 건강 헌팅턴병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detail.nhn?selectedTab=detail&diseaseSymptomTypeCo
de=AA&diseaseSymptomCode=AA000134&cpId=ja2#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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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상담시 학생들이 물어볼
내용을 직접 문장을 작
성해 봅시다. 그리고 이
러한 질문이 필요한 이
유를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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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1. 2인 1조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되어서 학생들
이 감성적 체험을 하도
록 구성하였습니다.
2. 시뮬레이션 카드는 부
록에 첨부되어 있으며 출
력 후 잘라서 조별로 제
공합니다.

▶ 유전 상담을 할 때 유의점
유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같이 생각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상담
의 기술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상담의 기술을 간접 체험함으로
써 유전 상담자의 직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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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상담
유전상담의 시작은 헌팅턴병으로 불리는 유전질환 때문에 시작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전 상담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 편이고 최근에 들어서야 유전 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한국유방암학
회에서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 인증 시험을 통해 유전 상담
사를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
요한 헬스케어 직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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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유
전 상담사에 대하 알아
보고 간접 경험을 해 보
았습니다. 유전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전자와
질환에

대한

생명과학

및 의학적인 지식이 필
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
하며 내담자의 상담을 잘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수용적이며
내담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전 상담사에 대
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
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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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유전자 상담자가 되기 위
해서는 생명과학, 유전학,
의학, 심리학, 상담심리학
과 같은 과목을 기본적으
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학과 진로
의 설계에 대해서 학생들
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지
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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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1. 진로와 관련되어 자
신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2. 유전 상담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자신의 진
학 및 직업에 대한 계획
을 3년, 6년, 9년, 12년
후로 나눠서 세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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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자료
가상의 상담을 하기 위
한 카드입니다. 수업 시
가위로 오려서 학생들에
게 나누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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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자료
가상의 상담을 하기 위
한 카드입니다. 수업 시
가위로 오려서 학생들에
게 나누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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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상담사 사진/그림, 참고자료
사진/그림

출처
EBS 다큐 아이 ‘먹지 못하는 천하장사, 민석이’ 화면 캡처
방송일자 2009.10.12

http://blog.naver.com/poh135?Redirect=Log&logNo=90130757859&jumping
Vid=072B80BF2BC9325E335EE179723530989274

EBS 다큐 아이 ‘먹지 못하는 천하장사, 민석이’ 화면 캡처
방송일자 2009.10.12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695766602878128

http://woman.donga.com/docs/magazine/woman/2013/05/29/20130529050
0001/201305290500001_1.html

Gusella, J. F. et al. (1983) A polymorphic DNA marker genetically linked
to Huntington's disease. Nature 306, 235
*동영상 출처
http://vod.sbs.co.kr/sw13/netv/player/netv_player.jsp?uccid=10001116217&boxid=&st=0&cooper=SBS
_N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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