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및 제작 의도
화성의 공전 주기를 토대로 화성의
시간 개념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관련 교과
중학교 3학년
태양계

03

과목 : 과학,

기술·가정,
미술

화성에서
살아남기

내용 •	화성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	화성에서의 계절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하루와 한 달, 일 년의 시간 개념
을 이해할 수 있다.

과정 •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화성의 특성을 검색할
수 있다.
목표
•	화성에서의 하루를 그림 일기로 표현할 수 있다.
•	화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 수 있다.

STEAM 과목 요소
화성의 특성, 시간 개념 이해하기
스마트폰 어플 사용하기
그림 일기 쓰기, 달력 바탕 그리기
화성의 시간 계산하기

우주 탐사 방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머리 속으로

화성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으로 오래 전부

상상해왔던 우주를 직접 관측하고 탐사하는 것

터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주고 있

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지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

는 행성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화성이 사람이 살

는 태양계에 대한 탐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성은 지

행되고 있다. 이런 탐사 활동을 기반으로 우주를

구와 자전 주기, 공전 주기가 달라 지구의 시간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의 개발, 다른 행성으로의

개념을 화성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이주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구의

번 주제를 통하여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시

환경이 점점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간의 개념을 우주에 확장시켜 보고, 화성에서 사

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우주에 관한

용할 수 있는 달력을 제작해 보고자 한다.

꿈과 희망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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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단계
요소

Step1 상황 제시

• 2100년 지구는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사람들은 화성으로 거주
지를 옮기게 되었다. 화성으로 거주지를 옮긴 혜성이는 지구에 있는 친구와 약
속 날짜를 잡기가 매우 힘들었다. 화성의 하루는 지구의 하루와 같지만 화성의
1년은 지구의 1년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혜성이는
화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력을 제작하기로 한다. 과연 혜성이는 화성에 적합
한 달력을 만들 수 있을까?
• 화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화성에서의 그림 일기를 쓴다.

Step2 창의적 설계

• 지구의 공전 주기와 화성의 공전 주기를 비교하여 화성의 시간 체계를 만든다.
• 화성에서 사용 가능한 달력을 만든다.
• 그림 일기를 보고 화성에서의 하루 일과를 간접 경험한다.

Step3 감성적 체험

• 발표 후 다른 모둠에서 만든 것과 비교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한다.
• 친구들과 달력 만들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적합한 의견을 모은다.

교육 과정
수업 단계

1 ~ 4차시

과목

단원

단원 학습 목표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과학

태양계

태양계의 특성과 구성 천
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
다.

화성에서의 시간 개념 이해하기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알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행성의 특성 이해하기
화성에서 사용하는 달력 만들기

기술·
가정

정보와
통신 기술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
여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미술

표현

화성의 특성과 계절을 그
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기
화성의 특징 표현하기
화성의 특성과 계절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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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

과학, 기술·가정, 미술

단원

과학(태양계), 기술·가정(정보와 통신 기술), 미술(표현)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화성의 특성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알기

1~2
차시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여행하던 미래는 우주선의 비상 착륙으로 인해 화성에 도착하였다. 화성은 어떤 모습
일까?
화성의 특징 알기
화성에서의 그림 일기 쓰기
화성에 비상 착륙한 뒤 화성에서 지내면서 그림 일기를 작성한다.
그림 일기를 보고 화성에서의 하루 일과를 간접 경험한다.
소주제 화성의 시간
지구에서의 1일과 1개월, 1년의 의미 알기
화성에서의 1일, 1개월, 1년 정의하기

3차시


2100년
더 이상 지구는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사람들은 화성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지구에서
사용하던 시계와 달력을 가져가서 사용하던 사람들은 화성의 하루는 지구의 하루와 같지만 화성의 1년은 지구
의 1년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지구와 화성의 시간은 얼마나 다를까?
지구에서 시간 체계를 정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화성에서의 시간 체계를 만든다.
발표를 하고 다른 모둠에서 만든 것과 비교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한다.
소주제 화성에서 사용 가능한 달력 만들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달력의 유래 알아보기
화성의 계절을 예상하여 그림으로 그리기

4차시

화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력 만들기

화성으로
이사를 간 후 지구에 사는 친구와 약속 날짜를 잡기가 매우 힘들어져 화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력
을 제작한다.
3차시에서 정한 시간 체계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드는데, 달력의 바탕은 화성의 계절을 배경으로 그린다.
친구들과 만든 달력을 교실에 전시한 후 달력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적합한 의견을 모은다.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그림이 화성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산출물 평가

2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는가?

관찰 평가

3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지필 평가

4

달력의 디자인이 창의적인가?

산출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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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2차시

화성의 특성

과목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수업 차시

중학교 3학년/과학

1~2/4차시

태양계
태양계의 특성과 구성 천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화성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화성에서의 생활을 그림 일기로 나타낼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알기

Solar
System 3D 어플을 이용하여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에 대해 알
아본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제의 순서를 확인한다.

도입
(15분)

-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특징을 파악한다.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여행하던 미래는 우주선의 비상 착륙으로 인해 화성
에 도착하였다. 화성은 어떤 모습일까?
tip

스마트폰 (Solar
System 3D 어플)
참고자료 1


화성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신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유
발한다.

화성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토의한다.
화성의 특징 알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성에 대해 검색한다.
- 화성의 대기, 중력, 물의 존재 여부, 화성의 지형, 공전 주기, 자전 주기 등
화성의 특징을 알아본다.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토의해 본다.

학습 활동
(60분)

활동

화성에서의 일과를 그림 일기로 나타내기

화성에서의 그림 일기 쓰기
화성에 비상 착륙한 뒤 화성에서 지내면서 그림 일기를 작성한다.

학생활동지 1
스마트폰
그리기 도구

- 화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그림을 그린다.
- 화성의 특징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린다.
tip

마무리
(15분)
지도상
유의점


올림푸스
화산, 극관, 마리네리스 협곡 등 화성의 다양한 지역에 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모둠별로 뽑기를 하여 뽑은 지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게 한다.

그림 일기를 보고 화성에서의 하루 일과를 발표한다.
- 화성에서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지 타인과의 생각을 공유한다.
✽ 스마트폰 사용 시 수업과 관련이 없는 어플의 사용이나 검색을 자제시킨다.
✽ 현실 가능성이 없는 내용의 토의가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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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화성에서의 일과를 그림 일기로 나타내기

❶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성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Solar System 3D 어플

위성

포보스(Phobos), 데이모스(Deimos)

대기

화성의 대기는 아주 희박하다. 지표 부근의 대기압은 약 ( 0.006기압 )으로 지구의 약 (
)이 작기 때문이다.
불과하다. 이렇게 대기가 희박한 것은 (
중력

지형

화성의 지형은 크게 두 개의 특징으로 나눈다. 북반구는 용암류에 의해 평평하게 만들어진 (
평원 )이
펼쳐져 있으며 남반구는 운석 충돌에 의한 움푹 패인 땅이나 크레이터가 존재하는 ( 고지 )가 많다.
화성의 극지방에는 물과 이산화 탄소의 얼음으로 된 ( 극관 )이 있으며 화성의 계절에 의해 변화한다. 화성
의 ( 올림푸스 산 )은 높이가 약 27km이며, 태양계에서 최고 높이의 화산이다.

특징

•적도 지름 6,804.9 km (지구의 0.533배)
•편평도 0.007 36
•부피 1.6318×1011 km3 (지구의 0.151배)

0.75

)%에

•극 지름 6,754.8 km (지구의 0.531배)
•표면적 1.448×108 km2 (지구의 0.284배)
•질량 6.4185×1023 kg (지구의 0.107배)

❷ 화성에

비상 착륙하여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화성에서의 일과를 그림 일기로 써 봅시다.

2100년

월

일

날씨 :

우주 여행 중 우주선의 고장으로 화성의 올림푸스산 정상에 비상 착륙하였다. 올림푸스 산 위에서 산아래를 내
려다보았더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은 매우 높고 아찔한 기분마저 들었다. 정상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니 올
림푸스 산 옆으로 여러 개의 화산이 보였다. 희박하고 이산화 탄소로 가득 찬 대기로 인하여 산소 마스크를 쓰고
우주선 밖을 나가 보았다. 고도가 27km나 되는 올림푸스 산 정상에는 이산화 탄소가 얼어붙어 있고 동식물은 찾
아볼 수 없었다. 화성에서 바라본 하늘은 지구에서와는 다르게 어두웠고 하늘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나란히
떠 있었다. 해가 점차 저물어가면서 화성의 날씨는 더욱 추워져 밖에 있을 수 없었고 우주선으로 돌아와 오지 않
는 잠을 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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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관련 영상 자료

태양계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의 종류와 특징
이름

특징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하며,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태양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자외선·전파 등을 방출하고 있다. 태양계를 벗
어나 태양처럼 빛을 내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는 무려 4.3광년이나 된다.
태양
태양계의 행성 중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대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 운석
의 충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달의 표면과 비슷하다.
•반지름 : 243km
•질량 : 3.3×1023kg

수성

•자전 주기 : 58.65일
•공전 주기 : 87.9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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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특징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밝게 보이며, 두꺼운 이산화 탄소의 대기층으로 인해 표면 온
도와 기압이 매우 높다. 금성은 적도면과 공전 궤도면의 경사가 88°에 이르고 있어 자
전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황도면에 거의 누워 있는 상태로 공전하고 있다.
•반지름 : 6,051km
•질량 : 4.87×1024kg

금성

•자전 주기 : 243일
•공전 주기 : 224.7일
태양계의 행성 중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소와 산소가
주성분인 대기층을 가지고 있다. 표면의 대부분을 바다가 차지하고 있으며, 자전축이
약 23.5° 기울어져 있어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반지름 : 6,400km
•질량 : 5.98×1024kg

지구

•자전 주기 : 24시간
•공전 주기 : 1년 (365일)
붉은색을 띠는 행성으로, 크기가 지구 절반 정도이다. 하루의 길이는 지구와 비슷하며
자전축이 25.3° 기울어져 있어 계절의 변화도 나타난다. 엷은 이산화 탄소의 대기층을
가지고 있으며, 2개의 위성이 화성 둘레를 공전하고 있다.
•반지름 : 3,390km
•질량 : 6.4×1023kg

화성

•자전 주기 : 24시간 37분
•공전 주기 : 687일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큰 행성으로, 태양계 내 행성 질량의 -32- 를 차지한다. 가벼운 수
소와 헬륨이 주성분이며, 행성들 중 가장 빠르게 자전하고 있다. 표면에서는 적도와 나
란한 가로줄 무늬와 대적점이 관측된다.
•반지름 : 71,492km
•질량 : 1.9×1027kg

목성

•자전 주기 : 약 0.4일
•공전 주기 : 11.86년
목성 다음으로 크며, 얼음 조각과 먼지로 이루어진 크고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다.
수소와 헬륨 기체가 주성분이며, 밀도는 물보다도 작은 0.78/㎤이므로 물에 뜰 수 있는
정도이다.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을 비롯하여 20여 개 이상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반지름 : 60,268km
•질량 : 5.68×1026kg

토성

천왕성

해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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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 주기 : 10.2시간
•공전 주기 : 29.5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벼운 행성으로 태양계 행성 중 세 번째로 크다. 거리가 멀
어서 육안으로는 관측되지 않는다. 평균 표면 온도는 약 -170℃이며 상층 대기의 메
테인 성분으로 인해 청록색을 띤다. 자전축이 약 98° 기울어져 있어 공전 궤도면과 거
의 비슷하다.
•반지름 : 25,559km
•질량 : 8.7×1025kg
•자전 주기 : 17.9시간
•공전 주기 : 84년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인 목성형 행성으로 수소, 헬륨 외에 암모니아, 메테인으로 이루
어진 대기층을 가지고 있다. 남반구의 표면에 커다란 검은점(대암점)이 관측되며, 적도
부근에 고리도 존재한다.
•반지름 : 24,766km
•질량 : 1.02×1026kg
•자전 주기 : 19.1시간
•공전 주기 : 164.8년

3차시

화성의 시간

과목
단원

수업 차시

중학교 3학년/과학
태양계

교육 과정

태양계의 특성과 구성 천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화성의 시간 체계를 정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10분)

3/4차시

교수 · 학습 활동

2100년,
더 이상 지구는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사람들은 화성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지구에서 사용하던 시계와 달력을 가져가서 사
용하던 사람들은 화성의 하루는 지구의 하루와 같지만 화성의 1년은 지구의
1년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지구와 화성의 시간은 얼마나 다를까?
지구에서의 1일과 1개월, 1년의 의미 알기

준비물

영화 ‘인터스텔라’
동영상
참고자료 3

지구의 1일과 1개월, 1년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아본다.
- 지금과 같은 시간 체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본다.
활동

화성의 시간 체계 정하기
화성에서의 1일, 1개월, 1년 정의하기

학습 활동
(25분)


지구에서
시간 체계를 정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화성에서의 시간 체계를
만든다.

학생활동지 3

- 지구의 시간 체계와 화성의 시간 체계의 차이는 무엇인가?

계산기

- 화성의 시간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화성
시간 체계와 지구 시간 체계의 차이를 바탕으로 화성만의 시간 체계를
구성한다.

마무리
(10분)
지도상
유의점

다른 모둠에서 만든 것과 비교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한다.
- 화성의 시간 체계와 지구의 시간 체계의 차이점을 발표한다.
- 화성의 시간 체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 지구에서의 시간과 우주에서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음을 이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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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3

화성의 시간 체계 정하기

❶ 화성의

1일, 1개월, 1년을 정해 봅시다.
● 화성의 1일
화성의 1일은 화성이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화성의 1년은 화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 화성의 1개월, 1년
화성의 1개월을 지구와 같이 화성을 돌고 있는 화성의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의 공전을 중심으로 정의한다고 하자.
포보스는 공전 주기가 7시간 39분, 데이모스는 30시간 17분이므로 화성의 하루 24.6시간보다 짧거나 약간 길기 때문
에 위성을 중심으로 한 달을 정의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를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은 춘분
과 추분,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를 하지,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를 동지라 하고 각각의 기간을 지구처럼 3개월로 나
누어 1년을 12개월로 정의할 수 있다. 또는 4개월로 나누어 16개월로 정의할 수도 있다.

❷ 화성의

자전 주기는 1.025957일(24.622시간)이고, 화성의 공전 주기는 686.96일입니다. 화성이 한 번
자전할 때 걸리는 시간(24.622시간)을 화성의 1일이라고 하면 화성의 1년은 총 몇 일인지 구해 봅시다.
또한, 화성의 1년을 지구와 같이 12개월로 나눈다면 한 달은 총 몇 일인지 구해 봅시다.
1.025957일이 화성의 1일, 686.9600일이 1년이므로 화성의 1년은 화성의 자전 주기를 기준으로 686.96 =669.5797
1.025957
일, 약 670일이다. 화성의 1년을 12개월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들어가는 날은 670 =55.833이므로 한 달은 약 55~56
12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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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연(年)ㆍ월(月)ㆍ일(日)
지구에서 사용하는 역법은 음력과 양력 두 가지가 있다. 음력은 달이 차고 기우는 모양 변화
를 기준으로 날짜를 정한 책력 체계이며 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
는 시간을 1년으로 잡은 것이다.
우리는 하루를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 한 달을 달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삭에서 다음 삭
까지 걸리는 시간, 1년을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
고 있다.
➊ 태양일
태양의 중심선이 자오선을 경과하고 나서 다시 자오선을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 즉 지구가 태
양에 대하여 1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것은 계절에 따라 그 거리가 다소 다르다.
그 거리가 가장 길 때가 24시간 30초, 가장 짧을 때가 23시간 59분 39초이다. 평균 태양일은
평균 태양에 대하여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시간인 24시간이다.

➋ 태양년
천구 상에서 태양이 춘분점을 경과한 후 또다시 춘분점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즉 춘분부터
다음 춘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일명 회귀년이라고도 한다. 춘분점은 태양 운행의 방향과 반
대로 연평균 약 50.25일씩 이동하기 때문에, 이 1년은 항성년보다 약간 그 기일이 짧아서 평
균 365.242195일이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계절도 이것을 주기로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年)라는 것은 이것을 뜻한다.

➌ 태음력
달의 모양 변화 주기로 정한 역법이다. 태음력은 태음태양력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순태음력
을 가리킨다. 태음력은 달이 29.53059일(1삭망월)을 주기로 하여 규칙적으로 차고 기우는 데
서 자연적으로 생겼다. 대부분의 고대력은 태음력으로 출발하여 태음태양력 또는 태양력으로
변해갔다. 순태음력에서는 29일의 작은 달과 30일의 큰 달을 번갈아 배치하여 1년을 12달의
354일로 하고, 30년에 11일의 윤일을 두어 달의 삭망 주기가 날짜와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03_화성에서 살아남기 … 45

4차시

화성에서 사용 가능한 달력 만들기

과목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수업 차시

중학교 3학년/미술

4/4차시

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한다.
•화성의 계절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화성에서 사용 가능한 달력을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혜성이는
화성으로 이사를 간 후 지구에 사는 친구와 약속 날짜를 잡기가 매
우 힘들어져 화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력을 제작하기로 한다. 과연 혜성이
는 화성에 적합한 달력을 만들 수 있을까?

도입
(10분)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달력의 유래 알아보기
달력의 유래를 알아본다.

준비물

스마트폰
참고자료 4

-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유래를 알아본다.
- 달력의 유래를 알고 본인이 제작할 달력에 적용한다.
화성의 계절을 예상하여 그림으로 그리기
tip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는 이유를 알게 한다.

지구에서 계절 구별과 화성에서 계절 구별의 차이점을 생각한다.
- 화성의 사계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본다.
활동

화성에서 사용할 달력 만들기
화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력 만들기


3차시에서
정한 시간 체계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고 달력의 바탕에는 화성
의 계절을 그려 넣는다.

학습 활동
(30분)

- 1년을 몇 개월로 할 지 생각한다.
- 화성의 사계절의 특징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다.
친구들과 달력 만들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적합한 의견을 모은다.
-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다.

마무리
(5분)
지도상
유의점

제작한 달력을 교실에 전시한다.
- 제작한 달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 자신이 만든 달력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 달력에 화성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그린다.
✽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다소 짧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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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4
A4용지
그리기 도구

학생활동지 4

화성에서 사용할 달력 만들기

❶ 화성의

자전축 기울기는 약 25°로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와 비슷하여 지구처럼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화
성의 계절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화성도 자전축이 기운 채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와 비슷한 계절 변화가 존재한다. 화성의 계절은 지구의 극지방과 유사
1
한 극관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겨울에는 화성에 있는 극관이 위도가 낮은 곳까지 내려와 화성의 4-은 얼음으로 뒤덮이
고 봄에는 점차 이 극관이 녹기 시작하여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며 여름에 그 크기가 가장 작아졌다가 가을부터 점차 다
시 커질 것이다. 계절의 변화를 예상해 보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과 가을에는 모래 폭풍이 불고 여름에는 화성에 있는
소량의 물이 녹아 흐를 것이다. 겨울에는 이산화 탄소와 수증기가 결합하여 눈이 내려 지구의 겨울 모습과 유사할 것이다.

❷ 화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력을 다음 과정에 따라 만들어 봅시다.
● 화성의 1년을 총 12개월로 나눈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을 몇 일로 해야 할까요?
1년이 총 670일이므로 한 달은 55~56일로 구성된다.

● 화성의 일주일은 몇 일로 해야 할까요?
한 달이 55~56일이므로 일주일은 11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지구와 같이 7일로 구성해도 된다. 몇 일을 일주일로 잡
아도 상관없지만 만약 7일이 아니라면 요일이 달라지므로 7일이 아닌 경우 새로운 요일을 만들도록 한다.
● 화성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12~2월은 겨울, 3~5월은 봄, 6~8월은 여름, 9~11월은 가을로 정합니다. 달력을 만든

뒤에 각 달마다 달력의 바탕에는 ❷에서 예상한 화성의 계절을 그려 넣어 달력을 완성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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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달력의 유래
천체 운행의 규칙적인 주기로부터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여 만든 역법은 시간을 구분하고 날
짜에 순서를 매겨 나가는 것으로, 역(歷)에 작용되는 것은 밤낮이 바뀌는 것, 사계절의 변화
가 일어나는 것, 달의 위상이 변화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태양과 지구, 달이 서로 밀고 당기
며 스스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고대 천문학자들도 이들의 천구 운동을 보
고 하루나 한 달 또는 1년의 길이를 정하였다. 그러나 한 달과 1년이라는 주기가 1일의 정수
가 안 되므로, 이것을 조정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역법이 고안되었다.
‘달력(calendar)’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흥미 있는 기록’ 또는 ‘회계 장부’라는 뜻의 ‘칼렌다리
움(calendarium)’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제관이 초승달을 보고 피리를
불어 월초임을 선포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매월 초하루의 날짜를 ‘calend’라고 하였다. 조명
이 좋지 못했던 당시의 밤길에는 초승달이 뜨는 것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초승
을 중요한 기점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연(年)·월(月)·일(日)은 각각 독립된 3개의 주기인데, 이것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이 쉬운 일
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각 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역서)을 만들게
되었다. 역서에는 천문력·항해력·농사력 등의 전문력과 우리들이 평소에 쓰는 상용력 등
이 있는데 이 중 상용력에는 연·월·일·주뿐만 아니라 춘분·추분·하지·동지 및 각종 축
제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로 일상생활이나 종교 의식을 치를 때 사용되었다.
역법은 기본 주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주기를 달의 삭망에 두었을 때의
역을 태음력이라 하고, 태양의 운행에 두었을 때는 태양력이라고 한다. 또 달과 태양 두 천체
의 운행을 함께 고려한 것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태음력이 가장 일찍
알려졌으며 이어 태음태양력, 태양력의 순으로 쓰인 듯하다.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는 달의 삭망 주기가 사계의 순환 주기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태음력이 먼저 만
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1태양일의 기준이 되고, 지구의 공전 주기는 1태양년의 기준이 되며, 달
의 공전 주기는 1태음월의 기준이 된다. 가장 널리 이용되어 온 태양력은 고대 이집트력, 고
대 로마력, 율리우스력(Julian Calender),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er)으로 발전해 왔
다. 그중 최초의 실용적인 역법은 이집트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로마인들에 의해 서유럽에
서 1,500년 이상 사용된 율리우스력이다.
로마 제국의 정치가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 BC 100~BC 44, 일명 시저)는 달력에
도 큰 관심을 가져 BC 46년에 달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에 사용하던 로마력은 불완전
한 것이었는데, 때마침 이집트를 원정했던 카이사르가 그곳에서 사용하는 간편한 역법을 알
아내고 자기 나름대로 로마력을 개정하였다. 이것이 율리우스력으로 오늘날 사용되는 달력
의 시초가 되었다. 율리우스력도 한때는 100년마다 하루씩 늦어지고 날짜가 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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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로마의 위정자들은 자신의 공적이나 명성을 남기는 데 달력을 이용하였는데 카이사르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신이 탄생한 7월을 자기의 이름(율리우스)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재
July(7월)의 어원이다. 율리우스력은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전 유럽에 점
차 보급되어 16세기 말까지 쓰이다가 그레고리력으로 이어졌다.
그레고리력은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제정한 태양력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
서 사용하는 세계 공통력이다. 가톨릭 교회의 축제일인 부활축일의 날짜에 사소한 의견 충돌
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같은 날에 기념하기로 하였고, 그
방안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게 되는 춘분일을 율리우스력에 따라 3월 21일로 확정하였다.
당초 율리우스력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산에서 작은 편차가 있었다. 즉, 16세기에 이
르러서 천문학적인 계산보다도 약 10일이 빠른 오차가 생겨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1582년
개정하여 그레고리력으로 부르게 되었다. 개정 내용은 첫째로 1582년 10월 4일 다음에 곧바
로 1582년 10월 15일이 따르도록 하여 위에서 설명한 10일의 편차를 제거하였으며, 둘째로
400년마다 3일의 윤일을 공제시키는 것이다(치윤법 참고).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 중인 그레고리력은 1699년에 신교를 믿는 독일의 소국가, 1752년에는
영국과 그 식민지, 1753년에는 스웨덴, 1873년에는 일본, 1912년에는 중국, 1918년에는 소련
그리고 1923년에는 그리스에서 채택하여 사용함에 따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대한민국은
음력 1895년 9월 9일 조선정부가 같은 해 음력 11월 17일을(을미개혁, 김홍집 내각) 1896년
1월 1일로 하고, 청의 연호를 버리고 태양력 채택을 기념하여 건양(建陽)이라는 독자적 연호
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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