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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STEAM 준거 틀 구성
프로그램명

창의력으로 세상을 뛰어넘은 과학자와 예술가
- 과학자와 예술가의 유연한 창의도전 자세 익히기 -

학교급

고등학교 1학년

1. 상상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던 과학적 연구사례들과 예술적 혁신을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다.
교육목표

2.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창의력이 과학과 예술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알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관련교과

과학탐구실험, 미술

2015 교육과정

□ 자기관리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ü 심미적감성 역량

연계 핵심역량

□
ü 창의적사고 역량

□ 지식정보처리 역량

□ 공동체 역량

(내용요소) 우연한 발견, 사고실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
과학
탐구

(성취기준)
[10과탐01-01]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을 따라해 보고,
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실험

[10과탐01-02] 과학사에서 우연한 발견으로 이루어진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그

2015 개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과학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과정 연계

(내용요소) 작품 비평, 주제의 확장
(성취기준)
미술

[12미03-03] 미술 작품 비평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12미02-01]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1차시

2차시

관찰력 · 호기심
내용 및
활동 요약

아무 것도 없는

응용력

3차시
아이디어에

실험정신

▶
세상을 새롭게 고차원 공간

발견하고 표현한

감각하는 방법

태도함양

대한 인내심
▶

곳에서 모든 것을

4차시

상상하기

▶
고차원 공간

예술혁명에서

표현하기

중요한 것

과학자와 예술가
STEAM
단계 요소

상황제시

과학혁명과

(직관과 상상력)
▶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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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 체험

Ⅱ.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교과

STEAM요소

상황 제시
1. 관찰력과 호기심
- 흥미유발 : 허블망원경이 촬영한 우주의 다양한 모습 감상하기
우주로 망원경을 쏘아 올리는 이유 생각해보기

※ 영상참고자료 : 가장 넓고 먼 우주를 담다, 허블의 '익스트림 딥필드',
내셔널지오그래픽 https://www.youtube.com/watch?v=godW1WQQ3vY

- 허블망원경을 사용해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한 과학자 ‘로버트 윌리엄’의 사례 살펴보기

과학탐구
실험

1차시

/
미술
<Hubble Ultra Deep Field (NASA)>
※ 영상참고자료 : Deep Field: The Impossible Magnitude of our Universe, Eric
Whitacre (15분10초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yDiD8F9ItX0

- S자형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발견했던
파스퇴르의 사례 살펴보기
- 이우환의 작품 <Dialogue>와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를 통해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의 차이점 알아보기

- 구상미술 중심에서 추상미술이 생겨나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고
추상미술의 가치와 의미 생각해보기

- 2 -

S TEAM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교과

STEAM요소

미술

STEA M

창의적 설계
2. 응용력
- 과학적 발견과 예술적 발견을 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탐구하는
방법과 헬렌 켈러가 세상을 인지하던 과정을 비교하며 생각해보기
* 핵심 발문 :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오감이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탐구해야 할까?

- 인간의 감각이 완전한 것이 아니며, 같은 사물도 감각기관에 따라
다르게 감각할 수 있음을 비에른 뢰슬렛의 작품을 예로 이해하기

- 공감각을 활용하여 세상을 다양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살펴보기 (파인만, 테슬라, 칸딘스키, 반 고흐 등)
- 미술작품을 공감각적으로 체험해보기

2차시

-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사례 살펴보기
시간을 다시 정의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살펴보기
* 핵심 발문 : 아인슈타인의 결정적인 사고의 전환은 무엇이었나?

3. 실험정신
☞ 문제 제시 :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차원은 존재할까?
그것은 어떻게 존재할까? 우리는 그것을 감각할 수 있을까?
- 차원의 정의와 그 특성(저차원과
고차원의 관계) 살펴보기
- 저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지 소설 <플랫
랜드>를 보고 상상해보기
- 고차원 공간 상상해보기
수학자 리만의 4차원 초입방체 개념 알아보기

- 다양한 우주론에 등장하는 고차원의 개념을 살펴보고, 왜 이런 개
념을 도입했는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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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교과

STEAM요소

미술

STEAM

4. 아이디어에 대한 인내심
- 3차원의 존재는 결코 3차원의 형태를 한 번에 인식할 수 없음을
통찰했던 피카소의 회화실험 알아보기 (분석적 큐비즘)
* 인간은 3차원 물체의 형태를 인식할 때, 시간의 변화에 따라 관찰자가
이동하며 물체의 다양한 각도를 관찰한 뒤, 관찰자의 뇌 속에서 형태를
재조합하여 인식한다.

- 4차원 공간에 대해 상상해보고 이를 3차원 추상예술 방식으로
표현해보기
3차시

-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아이디어 발전시키기
- 4차원 공간을 표현하려고 했던 예술가, 과학자, 기술자들의
시도들을 살펴보기

감성적 체험
5. 태도 함양
- 과학사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토마스 쿤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학의 발전
모델을 살펴보고, 과학이 점진적 발전이 아닌 혁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발전한다고 말한 그의 주장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기

과학탐구
실험

4차시
- 미술에서 혁신은 언제부터 이루어 졌으며, 혁신적인 오늘날의
미술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이야기 해 보기
-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 인재에게 꼭 필요한 ‘창의성’이라는 역량은
어떤 것인지 더 생각해보기 (고정관념의 타파, 유연한 수용자세,
상상력, 문제에 대한 몰입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등)
- 직업체험 : 이론물리학자와 전위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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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STEAM

Ⅲ. 수업 참고자료
교과서 4페이지

5페이지

▶ 아인슈타인과 상상력
역사 속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인슈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을 알리는 중력파에 대한

타인은 자기 스스로를 예술가라 칭하기도 했다.

예언이 담긴 일반상대성 이론 논문이 발표 된지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

100년만인 2015년 9월, LIGO(레이저 간섭계 중력

는 예술가다. 위대한 과학자는 위대한 예술가와 같

파 관측소)에서 최초로 중력파 검증에 성공했으며,

으며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2019년에는 직접 블랙홀 관측에 성공하기도 했다.

우리에게 상대성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아인

이처럼 획기적인 연구성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슈타인의 이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 이 말

아인슈타인의 천재적인 지능이나 다양한 배경지식

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 있었지만,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생

아인슈타인 이전까지의 과학적 연구는 다양한 현
상을 관찰하거나 실험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는 방

각할 수 있는 유연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이었으나, 그는 순수한 사고실험만을 통해서 많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이런 사고의 전환은

은 물리현상을 예견하고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의

어떠한 예술가의 예술작품보다 혁신적인 상상력의

예견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결과물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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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6페이지

7페이지

▶ 우주 망원경이 필요한 이유
지상에서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할 때에는

되었고 허블이 예측했던 팽창하는 우주의 실제 모

지구 대기권을 넘어오며 대부분의 전자기파가 차

습을 관측해냈으며, 먼 곳에 있는 은하들의 적색편

단되기 때문에 가시광선과 전파의 영역에서만 천

이 현상 관측으로 우주가 빛보다 빠르게 계속해서

체관측이 가능하다. 우주에서 오는 감마선, 엑스선,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등 모든 파장의 전자
기파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우주망원경이 필수적이다.

▶ 정해진 답이 없는 연구

또 대기의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재의 예시들을 통해 중 고
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많이 훈련하게 되는 정해진
답을 찾는 연습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

▶ Hubble Deep Field 프로젝트가 천문학계에 가

나 같은 현상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져온 혁명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하여 지도한다.

허블 딥 필드 프로젝트 이후 인류가 관측한 우주
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은 어느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헬
렌 켈러가 세상을 알아가는 느낌처럼 좌절도 하고 시

또, 허블 익스트림 딥 필드 프로젝트에서는 134

간도 많이 걸리며 결국 실패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는

억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를 발견하며 빅뱅 이후

시도와 과제에 대한 몰입, 현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창

약 4억 5천년 만에 이미 원시은하가 생겼다는 것을

의력을 지닐 때 성공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한

알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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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8페이지

9페이지

▶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의 차이

▶ 한국 고유 추상화의 경향 ‘단색화’

구상(具狀)미술은 말 그대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추상미술의 경향 속에 20세기 이후 우

는 뜻이다. 20세기 이전의 미술은 대부분 구상미

리나라 작가들도 추상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1970

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년대에는 외국의 추상화들과는 구분되는 한국만의

20세기 초의 칸딘스키나 몬드리안, 말레비치는

독특한 단색화 장르를 만들어내게 된다.

완전한 추상미술을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

서양의 추상화는 20세기의 발전과정에서 물질성

으며 구상미술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영적 에너지

과 텅비어버림이 강조되는 반면, 한국의 추상은 정

나 우주의 절대적 법칙 등을 표현하고자 했다.

신성과 반복된 행위가 수반되는 수행이 강조되는

때문에 추상미술은 명료하게 언어나 구체적인 이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지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오한 주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엘리트주의 미술(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이미지
도 씌워지게 되었다.
추상미술이 처음 나올 당시에는 매우 전위적인

박서보 <묘법 No. 41-78> (1978)
박서보 작가 (1931- )1)

예술로 인지되었으나 오늘날 미술계에서는 주류분
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 추상미술의 독특한
경향인 단색화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더 읽어볼 거리 : 네이버캐스트 인생스토리. 한국 현대 미술
의 살아있는 역사 박서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419&cid=5
9013&categoryId=59013 (2020.12.16. 검색)

1) 중앙일보. ‘88세 캔버스 수행자 박서보 “내 모든 걸 발가벗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70048 (2019.05.17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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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0페이지

11페이지

▶ 헬렌 켈러의 삶과 그녀의 세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헬렌 켈러는 19개월에
앓은 뇌 척수막염의 영향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사람이었다. 빛과 소리가 전혀 없는 영원한
삶을 상상해보면, 6살 때까지 그녀가 생명을 유지
한 것조차 기적이었다.
헬렌 켈러가 세상을 받아들여 가는 과정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다. 흐르는
물을 촉감으로 느끼며 WATER라는 단어를 설리반
선생님께 배웠던 순간은 한 순간에 받아들인 것이

했을지 생생하게 상상해보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발문으로는
① 헬렌 켈러는 물의 촉감을 어떻게 느꼈을까?
② 우리는 각각 물을 모두 똑같이 느끼고 있을까?
등이 있다.
즉, 같은 물질 또는 현상도 사람에 따라 모두 똑
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며, 모두에게 새롭게 재구성
되어 느껴지게 될 수 있음을 상상으로 체험(공감)
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닐 것임을 유추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인간
의 언어체계를 결합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지만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의 새로운 세계를

※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영화 :
산제이 릴라 반살리 감독, <블랙> (2005)
헬렌 켈러와 같은 상황에 처해

구축해갔다.

있는 주인공 미셸이 세상을 인

여기서 학생들과 생각해 볼 지점은 헬렌 켈러의
상황에 이입을 해서 헬렌 켈러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

지해가는 과정이 영화 속에서
매우 섬세하게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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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2페이지

13페이지

▶ 감각을 제거하였을 때 생기는 상상력

▶ 객관적이지 않은 감각

예능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천으

교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로 상자를 가려놓고 촉감으로만 만져서 무엇인지

을 객관적으로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

알아맞히는 게임이다.

기관이나 뇌의 해석방식에 따라 모두 다르게 감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매우 불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만져 보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한다.

인도의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라마찬드란 박사
는 환상사지, 질병인식불능증, 카프그라 증후군,

여기서 시청자들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

공감각 등 학계에는 이미 알려졌으나 과학적 연구

부분이기 때문에 엉뚱한 오답으로만 느낄 수 있지

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신경이상 현상

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만지고 있는 출연자는 과거

을 연구해 인간의 신체가 자신의 몸과 세상을 어

의 다양한 감각에 대한 기억들을 재조합하여 새로

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운 형태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다. 이것
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견해는 철학에서도 관념론과 실재론이라
규정하며 오늘날까지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감각을 제거하는 것은 언제나 불리할 것 같지만
새로운 생각, 즉 상상력이 필요할 땐 위의 게임에

※ 학생들에게 추천할만한 도서

서처럼 익숙한 감각을 제거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

- 라마찬드란, <뇌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2016)
- 라마찬드란&블레이크스리,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실험실> (2015)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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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4페이지

15페이지

▶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

▶ 더 생각해보기 예시 답안

수업의 목표가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

①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을 지구에서 본다면 우

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인

주선은 어떻게 보일까?

슈타인이 어떤 경위로 상대성이론을 정립하게 되

→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물체의 길이가 수축한다. 빛의
속도로까지 빨라지면 물체의 길이가 매우 짧아지겠지만,

었고 상대성이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초

질량이 있는 물체가 빛의 속도와 같아지려면 무한한 힘

점을 맞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과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빛의 속도에 결코 도달할 수 없
다고 이야기 하였다.

※ 사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 Youtube 과학쿠키채널

②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과 지구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다를까?
→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시간은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더 느리게 흘
러간다. 그러므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

'진짜' 특수 상대성이론을 이해
해보자! - 상대성이론 Part 1

람들은 훨씬 더 늙어있을 것이고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
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특수 상대성이론이 만드는 3가
지 놀라운 현상! - 상대성이론
Part 2

③ 밀러행성을 단지 몇 시간만 탐사 했는데, 지구 시간으로 23
년이 흘러간 이유?
→ 블랙홀의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밀러행성은 매우 강
한 중력장 안에 있기 때문에 빠른 가속도를 갖는다. 이

중력이 타임머신인 이유, 일반
상대성이론 - 상대성이론 Last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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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밀러행성은 지구에 비해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흘
러갔던 것이다.

교과서 16페이지

17페이지

▶ 웜홀(Wormhole)

▶ <플랫 랜드> 이야기 속 다양한 차원의 특징

웜홀이란, 문자 그대로 벌레구멍을 뜻한다. 사과
차원

표면에 붙은 애벌레가 사과의 반대편에 가장 빠르
게 도착하는 길은 표면을 따라 기어가는 것이 아
니라 관통하는 벌레 구멍이라는 이야기에서 유래
된 이름이다.

0차원
포인트랜드

1차원
라인랜드

2차원
플랫랜드

3차원
스페이스랜드

X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함

1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점으로
인식함.
시간에 따른
점의
움직임만을
인식

3차원은 모든
것을 면으로
인식함.
면이
변화하는
모습을
재구성하여
3차원으로
인식

주체와
객체에 대한
구분이 없음.
내가 곧
세계의
전체라고
생각함

길이에 대한
개념은 없음

2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인식함.
선의 길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으로
인식함
높이에 대한
개념 없음.
1차원
세상(라인랜
드)에 무엇이
어디있는지
볼 수 있음

인식
범위

초기 웜홀은 블랙홀과 반대되는 개념인 화이트홀
을 연결시키는 통로로 생각되었으나, 호킹 복사에
의해 화이트홀의 이론적 근간이 부정되었다. 그러
나 이 분야 전문가 킵 손 박사는 1988년 논문에서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

특징

다면 화이트홀 없이 웜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중력파와 사진 등으로 그 존재가 명확해진 블랙
홀과는 다르게 웜홀은 여전히 존재 증거가 명확히

(p.17)

2차원을 봤을
땐 갇혀있는
내부도 훤히
볼 수 있음

※ 2차원 존재가 3차원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관한 참고자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시간여행이나 우주여행의 방법
으로 SF물에서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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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outube,
칼 세이건의 4차원 우주
https://www.youtube.com/watc
h?v=ntO7dAL0mWA>

교과서 18페이지

19페이지

▶ 4차원 도형이 3차원에 나타난다면?

▶ 브레인(Brane) 우주론

4차원 도형인 테서렉트가 3차원 세계에 나타나게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가 사실은 더 큰 시공간 속

된다면, 교재 속에 보이는 3차원 도형(정육면체)이 2

을 표류하는 막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가설이다.

차원의 평면에 그림자로 맺힐 때 그 형상이 전혀 달

각각의 우주는 하나의 막(Brane)이며 벌크(Bulk)라

라지는 것과 같이, 그 움직임이나 3차원 공간에 맞

는 공간을 떠다니고 있다. 그리고 브레인과 브레인

닿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충돌할 때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며(Bigbang),
중력은 벌크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 브레인 이외에
도 영향력을 미친다.
브레인 우주론에서는 4차원 시공간 이상의 여분차원
이 존재함을 상정하고 있으며, 강력이나 약력, 전자

▶ 4차원 초입방체의 전개도

기력과 비교해 중력이 터무니없이 약한 이유를 잘 설

정육면체의 표면을 6개의 정

명한다.

사각형으로 표현한 것이 좌
측의 전개도이다. 4차원 초

※ 학생들에게 추천할만한 도서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8개의
정육면체로 이루어져있으나,
이를 이어붙이는 방식은 우
리의 상상으로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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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랜들, <숨겨진 우주> (2008)
- 브라이언 그린, <우주의 구조> (2005)
- 맥스 테그마크, <맥스 테그마크의 유니버스> (2017)

교과서 20페이지

21페이지

▶ 학생 예시작품

강민준, <유클리드를 넘어서>, 종이노트에 연필

신성건, <한계점 충돌>, 종이에 수채

작품설명 : 공간의 밀도는 일정할까? 공간 내에 있

작품설명 :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개념을 우주의

는 물질의 밀도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의 밀도에

끝 부분에도 적용했던 호킹, 우주의 시작과 끝은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차원에 대해 정의를 내렸던

블랙홀과 뗄 수 없는 것 같다. 블랙홀 내에서 세상

유클리드의 생각을 깰 수 있도록 평면과 입체의

은 창조되었고 블랙홀 안에는 새로운 세상이 창조

왜곡, 그리고 공간의 중첩을 나의 수학노트에 표현

되어 있다. 그 세계들은 포함관계에 있지만 또 양

해 보았다.

분되어 있기도 하다. 차원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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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2페이지

23페이지

▶ 말레비치와 4차원

▶ 미술가들의 고차원 표현

20세기 초 학문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시

피카소 이외에도 20세기의 미술가들은 과거 르네

기, 예술가들은 다양한 분야와 교류하였고 특히 문학

상스적 회화와 조각적 전통을 거부하고 다양한 예술

가나 종교학자, 과학자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다. 말

적 실험을 시작했다.

레비치의 4차원에 대한 개념은 러시아의 대표적 신지

이탈리아 공간주의 화가였던 루치오 폰
타나는 캔버스를 예리한 칼로 자르거나,
물감을 두껍게 칠한 뒤 캔버스를 뚫어버
렸다. 이를 통해 2차원 평면이 3차원으
로 인식되도록 만들었으며, 예술가의 작
품제작 과정이 상상되도록 만들어 시간
성을 부여했다.

학자 표트르 우스펜스키의 저작들에서 특히 영향을 많
이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차원의 세계를 4차원의 환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
했던 우스펜스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술가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볼
루초 폰타나,

수 있는 고양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했다.

<Concetto

말레비치의 작품은 그 어떤 실재계의 형상도 제시하

spaziale>,

지 않았지만, 이 세계에 구현된 다른 차원의 형상을

1964-1965

지움과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부정 그 자체로 세상의
본질, 절대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시도는 허무주의라는
비판도 받지만 기하학적 추상으로 세계의 본질을 표현
하고자 했던 시도는 후대 미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
쳤다.
알렉산더 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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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칼더는 모빌의 창
시자이다. 움직이는 조각을
제작하며 3차원 조각에 시간
성을 더했다. 그의 전공은 예
술가로써는 독특하게 기계공
학이었는데, 대학시절 배운
내용이 그의 예술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듯 보인다.

교과서 24페이지

25페이지

▶ 리처드 파인만이 생각한 과학자의 자질

▶ 교재 속 빈칸 채우기 (p. 25)

파인만은 아인슈타인의 뒤를 이을 20세기 최고의
스타 물리학자이자 유머러스함을 겸비한 교육자로

이전의
패러다임

평가받고 있다.

(뉴턴 역학)

파인만에게 과학자의 자질이 무엇인지 묻자 보통
사람이 하는 일과 과학자가 하는 일은 크게 다르
지 않다고 하며, “문제를 푸는 것은 간단하다. 모

변칙사례

두 상상력과 끈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등장

1.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며 독립적이다.
2. 물리법칙이란 공간 내에서 힘을 받은
물체가 시간에 따라 어떤 운동을 하
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1. 빛이 파동이라면 그 매질은 무엇인가?
2. 빛이 입자라면 뉴턴의 물리법칙을 왜
따르지 않는가? (광속 불변의 원리)

말을 남겼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 직관을 따르는 능력,

패러다임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상대성이론)

1. 속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변화한다.
2. 중력은 물체에 가속도를 부여하므로
중력에 따라 시공간이 변화한다. 즉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과학혁명의 예

뿐만 아니라 그는 과학자 또한 삶에서 아름다움

①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혁명

을 절대 놓지 않고 늘 행복을 추구해야 함을 늘

② 라부아지에의 화학혁명

잊지 말라고 조언한다.

③ 다윈의 진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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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6페이지

27페이지

▶ 교재 속 작품설명 : “이것도 예술일까?”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고 누구든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이념을 증명하기 위해 권위

교재에 나와 있는 해당 작품들은 예술과 삶의 본
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에 도전하는 퍼포먼스 위주의 작품을 많이 남

① 마르셸 뒤샹 <샘> (1917)

겼다.

뒤샹은 해당 작품으로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의

③ 데미안 허스트 <천 년> (1990)

문을 제기하며,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미술계에

미술관에 설치 된 유리 입방체 안에는 소의 머리

대해 통렬히 비판하였다. 예술이란 누군가에 의

와 파리 유충인 구더기가 들어가 있다. 구더기는

해 만들어진 미의식을 반영하는 매체가 아니라,

성체가 되어 소의 머리 위에 다시 유충을 낳고,

감상자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

성체가 된 파리는 전기 포집기에 의해 죽어 사체

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미술의 범

로 바닥에 쌓인다. 의미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

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다.

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며 삶과

② 백남준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 (1960)

죽음의 의미에 대해 자문해보게 되는 작품이다.

백남준의 기행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처럼 일상생활과 그의 작품에서 잘 드러난
다. 특히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퍼포먼

▶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성

스 당시 백남준은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갑자

(토의주제에 대한 학생답변 예시)

기 일어나서 울다가 도끼로 피아노를 부순 뒤

-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가에도 자신의 생각을

관객석 맨 앞에 앉아있던 동료였던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가위로 자르며 공연을 종료했다.

객관적으로 성찰 할 수 있다.
- 고정관념이 적고, 같은 상황도 새롭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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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8페이지

29페이지

▶ 직업체험 이론물리학자 예시 답안

▶ 직업체험 전위예술가 예시 답안

- 이론물리학자들의 업적
이름

생애 및 특징

연구 성과

- 전위예술가들의 작업
연구의 의의

특기사항

이름

루게릭병으로 양자론, 상대론의
우주의 시작과
현재도
시한부 인생을 부분적 결합으로
스티븐
끝에 대한
실험물리학
선고받았었지만 블랙홀에서
호킹
탐구에 지대한 자들이 계속
이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현상인
영향을 끼침
검증 중
다양한 연구
호킹복사 주장

작품명

Good
백남준

Morning

작품의 특징

예술사적 의의

제작된 세계

미디어 아트의

비틀어 매스

시작, 문화의

미디어의 긍정적

융복합

측면 부각

생중계 쇼

작가의 옷을 관람객의 참여를
오노
요코

Cut Piece 가위로 조금씩 통해 스스로를
(1965)
잘라가도록 한 성찰할 수 있는
퍼포먼스 아트 예술형식 제작

- 이론물리학자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

- 전위예술가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

핵심역량

핵심역량

창의력

해당 역량이 왜 필요한지?

역량 성장을 위한 방법

일반적인 감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부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없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세상을 새롭게 보는 창의력이 중요

인식해보는 연습하기

연구성과가 마음대로 나오지 않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몰입력 때에도 내적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문제라도 끝까지 몰두하여
하게 하는 몰입력이 필요

성취감 경험해보기

영향

오웰의 <1984> 예술 형식의
디스토피아로
소설을 모티브로 고정관념 타파, 그렸던 빅브라더를

Mr. Orwell 최초 인공위성

유대인부모
양자 전기역학,
방사선과
양자컴퓨터
밑에서 자랐으나 즉 양자역학으로 중력을 제외한
리처드
의 발전에
무신론자였으며
기술되는
거의 모든
파인만
큰 영향을
재치가 있는
전기역학을
자연현상을
끼침
것으로도 유명 수식으로 완성 설명하는 이론

사회에 끼친

전 세계
반전시위,
히피운동,
여성운동 등에
많은 영향

해당 역량이 왜 필요한지?

역량 성장을 위한 방법

전위예술은 특히 사회의 기존

예술작품 제작을 할 때

자기확신 통념에 의해 극렬한 저항을 많이 왜 제작을 하는 것인지
받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 17 -

제작노트를 작성해보기

예술은 혼자서 만이 아닌 많은

나와 주변사람이 관심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의사소통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해보기

Ⅳ. 평가 예시
1. 평가총괄 계획표
과목

성취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척도
창의성을 발휘한 과학자의 사례들
과 이론물리학자 직업에 대한 탐

[10과탐01-01]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을
따라해 보고, 과학의

과

발전 과정에 대해

학

설명할 수 있다.

상
우연한 계기로

며 해당 내용을 보고서로 잘 정리

과학의 발전과정에서

시작된 탐구와

탐구활동

창의성을 발휘하여

함

이로 인한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창의성을 발휘한 과학자의 사례와

과학적

따른

과학자들의 사례를

패러다임의

보고서평가 찾아보고 이에 대한

전환

중

이론물리학자 직업에 대한 탐색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보고서로
정리하여 제출함

보고서를 작성하기

창의성을 발휘한 과학자의 사례와

탐

하

구

이론물리학자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실
험

색을 주도적으로 우수하게 하였으

[10과탐01-02]
과학사에서 우연한

과학의 발전에

발견으로 이루어진

과학자의

탐구 실험을

창의력과 직관,

모둠

수행하고, 그

통찰력

발표

과정에서 발견되는

상상력의

과학의 본성을 설명할

중요성

수 있다.

과학의 발전의 중요
지점에 있는 사건에
대해 학습하며,
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과 과학자로써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주변 친구들과
토의하기

과학자의 탐구과정에서 필요한 역

상

량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자신
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함
과학자의 탐구과정에서 필요한 역

중

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
의 의견을 발표함
과학자의 탐구과정에서 필요한 역

하

량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
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추상미술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12미03-03]
미술 작품 비평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리는
추상미술의

감상한 뒤 창의적으로 비평함

공감각적으로
논술형
평가

추상미술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비평문

중

작성하기 (이우환,

가치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감각적으로

말레비치)

추상미술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각
적으로 감상하여 비평문을 작성함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각적

하

감상에 대한 체험에 어려움을 느
낌

미
술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능력을 통해
[12미02-01]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 자

상

신이 생각하는 4차원 공간에 대한
추상적 조형물을 우수하게 제작함

4차원 공간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4차원 공간의

새로운 주제를 탐색할

추상적 표현

실기평가

상상하고 이를
조형물로 만들기

수 있다.

중

(작품 성찰 및

자신이 생각하는 4차원 공간에
대한 추상조형물을 제작함

피드백 수용능력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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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4차원 공간에 대한 상상과 추상
조형물제작에 어려움을 느낌

2. 과목별 수행평가 방법 및 점수표 예시
과목

수행
평가명
(총점)

점수
배점

평가
방법

평가주제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연구를 2가지 이

10점

연구

상 조사해보고, 해당 연구의 의

보고서

의와 과학자로써 가져야 할 역
량과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하시오.

과학
탐구
실험

과학의
특성과
과학자가
갖춰야
할 역량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1.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연구를 2가지 이
상 조사하였는가?
2. 해당 연구들의 의의에 대해 작성하였는가?
3. 과학자로써 가져야 할 역량과 태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였는가?
4. 글의 논리적인 구성과 편집은 문제가 없는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래 항목 중 점수부여
*미제출자는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

10

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과 과학

(총점
20점)

자로써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
인지에 대해 토의하기

10점

모둠

※과학혁명과 예술혁명의 공통점

발표

과 차이점을 포함하여 발표할 것
*3~4인 1조로 하여 진행하며,
회의 내용을 전지에 작성하여
발표한다.

10점

논술형
평가

나아가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추상미술의
가치에 대해 논술한다.

추상미술
미술

4차원 공간에 대해 다양하게 학

20점

실기

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추상조형물을 제작한다.

평가

*3~4인 1조로 하여 진행하며,
회의를 통해 하나의 작품을 제
작하여 제출한다.

6

5

9

8

7

6

5

9

8

7

6

5

평가항목
1.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주제에 적합한 작
품을 제작하고 있는가?
2. 추상 표현에 대한 의미를 학습하고, 자신의
작품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3. 자신 모둠의 작품에 대해, 제작의도를 제대
로 설명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래 항목 중 점수부여
*미제출자는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

20

- 19 -

7

평가항목
1. 교사가 제시한 추상미술작품을 오감을 통해
감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2. 작품의 의미를 감상자가 나름대로 재구성하
고 있는가?
3. 구상미술에서 추상미술로의 발전 과정을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상미술의 가치를
작성할 수 있는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래 항목 중 점수부여
*미제출자는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

10

(총점
30점)

8

평가항목
1. 다른 학문과 비교하여 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어떤지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2. 과학자가 가져야 할 역량과 태도가 무엇인
지에 대해 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과 연관
지어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
3. 팀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었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였는가?
4. 발표에 활용할 수 있는 발표자료를 효과적
으로 제작하였는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래 항목 중 점수부여
*미제출자는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

10

교사가 제시 한 추상미술 작품
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작성한다.

9

18

16

14

12

10

3.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예시

<과학탐구실험 수행평가 보고서 양식 예시>

<미술 논술형 평가 문제지 양식 예시>

4.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 기재 예시
과목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한 다양한 사례들을 학습하고, 과학연구에서의 창의성의 가치에 대해 깨닫

과학
탐구
실험

게 됨. 학습자들과 토론과정에서 과학자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자신만의 창의적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사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온 결정적 사건과 이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에 관한 개인 심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상상력과 창의력, 직관적 통찰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인
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학생임.
추상미술의 가치가 미적인 체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과 감정 표현의 매개물이 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됨. 특히 마크 로스코의 컬러 필드 연작들을 감상하고 이를 시각이 아닌 공감각을

미술

활용하여 감상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으로 비평문을 작성함.
4차원 공간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창의적인 추상 입체조형물을 제작해 냄. 이
과정에서 우수한 의사소통능력과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였으며, 의견통
일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함. 조형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의도를 발표하는 능력도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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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행평가 보고서 양식>

과학 수행평가 보고서
(

)학년 (

)반 (

)번

이름(

)

보고서 주제 :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연구를 조사
해보고, 해당 연구들의 의의와 과학자로써 가져야 할 역량과 태도는 무엇
인지 작성하시오.
보고서 작성 시 조건
1.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는 제외하고 작성하시오.
2. 결정적 연구는 2가지 이상의 사례를 작성하시오.
3. 연구의 의의는 해당 연구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과학계 및 우리 생
활에 끼친 영향에 대해 작성하시오
4. 과학자로써 가져야할 역량 태도는 3가지 이상 작성하고 명확한 용어로
제시하시오.
5. 분량은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필요시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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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논술형평가 문항식 양식>

미술 논술형 평가 문항지
1. 작품

제작자 : 아니쉬 카푸어
작품연도 : 2015
작품제목 : 하강
작품크기 : 500 x 500 cm
작품재료 : 강철, 물, 검은색 연료, 모터 등
사진저작권 : © Galleria Continua

2. 논술형 문제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 <하강>을 감상하고 아래의 문항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논술하시오.
(1) 다른 예술작품들과 대비되는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 <하강>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을 포함하여, 자신이 작품을 감상하며 느낀 점과 작품의
의미를 추론하는 감상문을 작성하시오. (500자 내외)
(2) 구상미술에서 추상미술로의 발전 과정을 생각해보며, 추상미술이 가지
는 의미에 대해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 답안지는 따로 배부합니다. 지정된 용지에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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