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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Q. 이 프 로 그 램 은 어 떤 프 로 그 램 인 가 요 ?
제목
유형

첨단제품 활용형

세부

스마트폰 ,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 (학교 교정의 화단 ) 또는 거리

요구환경

다양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

재료구입

사이매틱스 교구 (필수 사항은 아님)

난이도

중하/간단한 앱 설치 및 활용

활용 가능성

과학·정보 교과 중심으로 음악, 미술, 사회와 연계 가능
‘앱 (APP)을 활용한 소리 다큐 – 생태계의 소리를 지켜내라’ 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중학교 자유학기제형 STEAM
프로그램입니다. ‘생태계의 소리를 지켜내라’는 학생들 스스로 건강한

개발자 추천의 글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사운드스케이프를 제작하고 발표하므로 생태계의 문제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활용안내
! 본 프로 그램 은 교사 용과 학생 용 교재 로 제 공됩 니다 .
! 교 사용 교재 는 학교 현장 에서 선 생님 들께 서 손 쉽게 사 용하 실 수 있 도록
자 세히 안내 하 였습 니다 . 또 한 차 시별 수 업 흐 름을 한 눈에 볼 수 있 도록
‘수 업 의 흐 름 ’을 참 고 하 실 수 있 습 니 다 .
! 각 차시별 뒤에 차시별 수업 보충설명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선생님께서 수업을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수업지도안에 ☞Tip 을 제시하여 수업 적용시 중요한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용은 모둠별 활동에 모두 참여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STEAM 활동 중 필수 활동은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3차시 수업의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수업내용은 선생님께서 재구성·편집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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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소리를 지켜내라
1.주제 개요
이 프로그램은 첨단제품 활용형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환경오염 속 생태계의 모습과 소리를 스마
트폰 앱을 사용하여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로 표현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운드스케이프란 소리
로 느끼는 환경을 뜻하며 생태계의 모습을 소리로 표현하는 소리 풍경화이다.
창의적인 소리 풍경화 설계를 위하여 생태계 속의 생물과 환경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살펴
보고, 생물들이 환경오염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을 조사해보며, 환경속 위기의 동물과 인간에 관
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과학 , 기술 , 예술, 사회 교과의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직접 찾아본다.
특히 생태계를 교란하는 소음과 진동을 사이매틱스(cymatics) 체험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므로 진
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을 자각하고, 더 나아가 사람에게 건강한 생태계가 왜 중요한지 고민하고 스
스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인간을 위해 만든 과학기술 발전으로 훼손되고 있는 환경의 위기를 학생들이
다양한 STEAM의 활동 준거로 경험하므로 생태계에서 아우성치며 생존하는 동물의 모습과 소리에 대
하여 새로운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 내용 목표
"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스마트폰 앱의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생태계 소리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
" 기술의 발전 속에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활동 방법을 찾고 참여할 수 있다.
" 자신의 주변 환경과 소리에 관심을 갖고 자연과 함께하는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 수 있다.

● 과정 목표
" 인간의 무분별한 경제 개발과 생물의 다양성 감소를 연관 지을 수 있다.
"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생물의 다양성 및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생태계의 소리를 설계할 수 있다.
"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한 나의 실천적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동물이 느끼는 소음·진동을 사이매틱스로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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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과
과학, 정보,

관련교과

미술, 음악, 사회

학교급

중학교
자유학기제형

총차시

3차시

내용요소: 생물의 다양성, 빛과 파동
성취기준:
과학

[9과03-03]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9과06-04] 파동의 종류를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정보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내용요소: 미술 체험, 융합 / 음악의 표현

미술·음
악

성취기준:
[9미01-0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음01-04]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
내용요소: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

성취기준:
[9사(지리)10-03] 생활 속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고,
환경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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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
□ 상황제시

-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 이해하기
- 고래의 스트랜딩 영상을 보고 환경문제에 대해 마인드 앱 그리기
- 환경변화와 오염에 반응하는 학교 주변의 ‘대기 오염 지표생물’을 찾아보기
- 소음과 진동이 주는 생태계의 변화 상상하기

□ 창의적 설계
- 모둠별로 학교 주변 및 우리 동네 다양한 생태환경 (환경오염, 생물의 다양성, 수질오염) 장소를 찾
고 소음지도, 식물지도 구글 지도 앱에 작성하기
- 환경 소음 측정하고 녹음하기
- 환경변화 속 동물의 소리 변화 탐구하기
- 동물의 소리(자연의 소리)를 수집하고 특징별로 분류하기
- 사이매틱스 아트 원리 이해하과 제작하기
- 모둠별 활동으로 학교 주변 생태계 속 동물의 소리(자연의 소리)·음향 설계하기

□ 감성적 체험

- 오염된 환경과 동물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수집하기(직접 촬영해도 무방)
- 학교 주변 생태계를 표현하는 소리 또는 음향을 스마트 폰 앱을 활용하여 편집·제작하기
- 사이매틱스 아트를 좔영한 영상과 생태계 소리를 편집하여 사운드스케이프 설계하기
- 편집하여 완성된 소리와 화면으로 사운드스케이프 완성하기
- 완성된 결과물을 발표·감상·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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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계획
<평가기준 – 교사평가용>
○ 관찰 , Q&A, 프로젝트 수행 평가기준
평가분야

창의적
설계

평가 척도
중

하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지식정보처 있으며 , 생태계의 소
리역량
리와 생명의 다양성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설
명할 수 있음.

환경과 생물 다양성
의 관계를 대체로 이
해하고 있으며 , 생태
계의 소리와 생명의
다양성의 특징을 제한
적이나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환경과 생물 다양성
의 관계를 대부분 이
해하지 못하며, 생태
계의 소리와 생명의
다양성의 특징을 과학
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이 많이 부족함.

창의적
사고
역량

소리, 생명, 환경과 관
련한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
하여 독창적인 아이디
어를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음.

소리, 생명, 환경과 관
련한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제한적이나마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
디어를 개발하고 설계
할 수 있음.

소리, 생명, 환경과 관
련한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
운 아이디어를 개발하
고 설계하는 능력이 많
이 부족함.

자기
관리
역량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좋
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
결하려고 노력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함.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있
으며 과제를 해결하려고
대체로 노력함.
새로운 내용을 대체로
배우고 싶어 하며 수업
참여도는 보통수준임.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과제해결을 위한 끈기
가 부족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
미가 거의 없으며 수업
참여에도 소극적임.

친구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함. 모둠
의사소통과
별로 주어진 도전과제
공동체
를 항상 시간 내에 해
역량
결함.

친구들과 대체로 큰 갈
등없이 소통하고 협업
함. 모둠별로 주어진
도전과제를 대체로 해
결하는 편임.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
업하는데 어려움이 있
음. 모둠별로 주어진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교
사 및 친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
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
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친
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
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간혹 나
타남.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친
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
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거의 나
타나지 않음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심미적
감성
역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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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동료/자기평가용>
○ 자기 /동료 프로젝트 수행 평가기준

평가방
법

자기평
가

동료평
가

평가
분야

감성적
체험
·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
창의적
설계

평가 척도

평가
영역

평가기준

자기 관리
역량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모둠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모둠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이
바지했다고 생각하는가?

창의적
사고역량

환경, 동물, 생태계의 소리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
가?

지식정보
처리역량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정밀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
였는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
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창의적
사고역량

환경, 동물, 생태계의 소리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
가?

상

중

하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문제 중 소음의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소음으로 고통받는 동물에 대해 구
체적으로 조사하였음. 조별 활동을 통해 소음을 이용한 사운드 아트를 설계하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융합적인 사고력을 발휘하였음. 조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였
고 모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특히, 환경오염 속 생물을 주제로 소리와 화면을 제작하
고 합성하여 수준 높은 사운드스케이프를 설계하고 편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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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 주제

환경과

생물
환경과 생물

차시

1/3

․ 중학교 과학 – 생물의 다양성
관련 교과

․ 중학교 정보 – 자료와 정보
․ 중학교 미술·음악 –체험, 융합, 표현

STEAM
요소

․ 중학교 사회 –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1. 환경 속 동물이 겪는 문제를 찾아 정의할 수 있다.
수업 목표

2. 학교 주변의 소음과 생태계 변화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원인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는 경제개발로 인해 멸종의 위기에 있는 오랑우탄의 극

수업 의도

단적인 상황제시를 통해 인간을 위한 개발이 고스란히 사람에게 뒤돌아온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동네 경제 개발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돌아봅니다.
학습지, 필기도구, 스마트폰, 환경문제 관련 동영상,

준비물

탄소 지도 만들기 위한 동네 지도, 여러 색의 유성
펜(네임펜). OHP 필름, 수업 PPT

수업 단계
(시간)

수업
장소

학습 내용
상황제시- 도망가는 오랑우탄
1. 다음 영상을 보고 경제 개발 중인 환경 속 오랑우탄의 문제를 생각
해 보자.

도입
(10분)

교실

학습자료
※ 수업 PPT

※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
현장

http://m.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
※ 학생용 교재
423_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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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서 오랑우탄이 한 해 평균 150여 마리가 죽어가며 멸
종위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안) 인간을 위한 경제 개발을 벌목현상으로 세계 주요 생태계인 인
도네시아의 숲이 사라지면서 오랑우탄의 서식지가 줄어가고 있다. 팜오
일 농장으로 파괴된 숲에서 굶주리고, 방향 감각을 잃고, 먹이를 헤메
다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5년 내 야생 오
랑우탄이 멸종될 수 있다고 한다.
- 오랑우탄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연쇄적 문제는 무엇인가?
답안)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짐, 오랑우탄의 멸종위기,대기업들이 팜유
경제를 점유하면서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
의 땅에서 노동자로 전락되면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
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인도네시아는 계속되는
기후변화 , 자연재해, 지진의 발생으로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6p

- 이곳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위협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안) 다양한 수종으로 오랜 세월동안 조성되었던 천연산림이 팜오일
단일 수종으로 대체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인도네시아는 계속되는 기후변
화, 자연재해, 지진의 발생으로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전개
(30분)

☞Tip 모둠별 탐구활동: 우리동네 경제 개발로 생태계의 변화가
있는가?
◉ 문제 적용하기
인도네시아처럼 우리 동네에 공장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쓰레기, 산업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미세먼지, 수질오염, 산림벌채,
환경소음, 생물의 다양성(멸종위기 동식물), 기후변화.
1. 환경과 생물
- 우리 동네 대기 오염 지표생물 찾기
대기 오염 지표생물이란 오염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사라지는 생물로
지역의 환경 오염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 예전에 우리동네에 있던 식물을 조사하고 현재와 비교하면서 사라진
식물의 원인을 찾아보고 대기오염 지표생물과 연관지어 봅니다.
♠ 대기 오염 지표생물 알아보기

- 10 -

※ 유의 사항
1차시
수업에서는
활동1,2
중심으로
지도해주세요.

※
국가생물종지식
정보시스템

http://www.
nature.go.k

아황산가스

산성비

방사선

지의류

나팔꽃

애기장대
보라색 양달

수질오염 및
청정환경
가재

모과나무

보라색 이끼류

무궁화

수생 생물

자주달개비

송사리

들깨

오동나무

해바라기

피라미

개비 꽃

반딧불이

r
참고

◆ 사용할 앱
- 우리 동네 환경소음에 따른 동물의 변화 탐구하기
· 소음은 동물의 생산력과 번식력에 크게 영향을 주며 생존을 위협
한다.
· 민감한 청력 퇴화로 동물들 사이의 소통에 큰 차질이 발생 될 수
있다.
· 소리는 동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이다.
☞Tip 2-3 차시에 중점적으로 다룰 생태계의 소리를 위하여
환경문제에 따른 동물의 소리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소음 측정기>

<내 주변의
식물 찾기>

필수 활동 1. 학교 주변의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소음으로 인한 생물의 변화 관찰하기.
※외부 활동이 불가한 경우 학교내 소음 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둠별 소음의 종류와 강도가 구별되는 장소를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활동 Tip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소음을 측정하되 사전에 상의하여
모둠별로 다른 장소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 일정 거리를 정하여 매 구간별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의
강도와 생물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 소음을 측정하면서 자연의 소리와 소음을 녹취하여 2,3 차시
활동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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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거리
(m)

소음
측정

동물의 변화

소음지도

(dB)

25m
50m
75m
120m

☞Tip 활동지 사용하시기 전 소음지도 제작을 위해
필요지역으로 지도를 변경해 주세요.
필수 활동 2. 학교 주변의 식물 사진을 찍어
식물지도를 작성하고, 환경문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변화
관찰하기.
※외부 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음 측정과 같이 교내 활동으로
대체합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이나 교정에 있는 화단의 식물을
관찰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변화를 인터넷을 통해 조사합니다.
☞ 활동 Tip
· 모둠별 작성한 식물 지도를 통해 학교 주변 생물의 다양성을
관찰합니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일 지역의 10 년 전후 기후변화를
조사하고, 생물의 다양성 변화를 기재합니다.
· 식물 사진과 주변에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 모습도 같이
촬영하여 2,3 차시 활동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Tip 활동 전 우리 동네의 옛날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하고.
동네에 오래 사신 어른들과 모둠별로 인터뷰하여 환경변화를
조사하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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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

식물지도

설정 장소

우리 학교 주변
내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주변의

이유

생태계의 현황과
환경오염 확인을
위해
공원이 곳곳에 있어

그 지역의
생태계

녹지대가 많은
편이나 8 차선
도로와 종합운동장,

특징

야구장이 인접하여
소음공해가 심함

환경문제
로 발생된
식물의
변화

2. 우리 동네에서 점점 사라지는 동물들
-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
- 멸종 위기종
선택 활동 3. 우리 동네에서 사라진 동물이나 멸종
위기종 동물에게 편지쓰기.
☞ 활동 Tip 멸종된 또는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 겪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원인을 찾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 생태계의 생물들은 먹이 그물로 얽혀 있어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므로 생태계가 쉽게 파괴되지 않음.
$ 인간도 이러한 생물 다양성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악영향이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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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정리하기

정리
(5분)

인간을 위한 경제 개발은 다양하게 생태계와 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하
는데 이러한 위협은 인간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 학교 주변의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파악하고.
- 상호 의존적인 생태계를 위한 환경 윤리에 따라 한 종의 멸종은 다
른 종의 멸종을 초래합니다(생물의 다양성의 중요).
- 이번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차시예고: 소음은 동물들의 소통을 방해하며 동물의 소리는 생태계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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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과 생물
도입

내가 바르는 립스틱 , 좋아하는 초콜릿, 라면 때문에 오랑우탄이 죽고 동남아시아의 숲이 파괴되고 있
다. 영상에서 보이는 오랑우탄은 팜오일 농장을 만드느라 서식지인 숲이 파괴되면서 굶주리고, 방향 감
각을 잃고, 나무에 오를 힘도 없이 먹이를 찾아 헤메다 인간들과 마주쳤다.
이대로 가면 25년 내 야생 오랑우탄이 멸종될 수 있다고 한다. 팜유로 인해 위협을 받는 것은 생물의
다양성뿐 아니라, 인간도 위험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팜유경제를 점유하면서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지
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노동자로 전락되면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
경문제가 심각해진 인도네시아는 계속되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지진의 발생으로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
받고 있다.

전개

◉ 문제 적용하기: 우리 동네 경제 개발로 인한 연쇄적인 문제 탐구하기
1. 환경과 생물
- 대기 오염 지표생물
그 지역의 환경 오염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환경조건에 특히 민감하여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종
으로, 그 종이 속하는 생물을 지표생물이라 함.

수질오염 및

아황산가스

산성비

방사선

지의류

나팔꽃

애기장대

모과나무

보라색 이끼류

무궁화

수생 생물

자주달개비

송사리

들깨

오동나무

해바라기

피라미

보라색 양달
개비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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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환경
가재

반딧불이

들깨

지의류

송사리

자주달개비

반딧불이

애기장대

2. 점점 사라지는 생물들
- 멸종 위기종과 멸종된 동물들
도도새, 너배사 록 이구아나, 골든 토드(금두꺼비)는 더이상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이다. 도도새는 이들 중
가장 먼저(17 세기)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 탓에 멸종되었고. 너배사 록 이구아나는 사람들이 서식지 주변에 염소와
고양이 등을 풀어놓자 19 세기 중반 이후 멸종됐으며, 골든 토드는 서식지 환경오염 등으로 1989 년 이후 사라짐

-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
a. 인간에 의한 생물 서식지 파괴. 지난 8000 년간 지구의 숲 45%가 사라졌으며 이 중 대부분이 20 세기
에 사라짐.
b. 환경오염,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c. 외래종 도입
d. 남획
2014 년 5 월 <사이언스> 저널에 의하면 지구의 생물종 멸종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며 위험도의 심각성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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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활동 3. 멸종 위기종이나 멸종된 동물에게 편지쓰기
학생 활동 및 산출물 예시

3.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생태계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서로 깊이 관련되어 질수록 생태계는 건강하며 회복력이 강해짐.
생태계의 생물들은 먹이 그물로 얽혀 있어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므로 생태계가 쉽게 파괴되지
않음. 인간도 이러한 생물 다양성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악영향이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옴.

그림 52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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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학교 주변 소음 지도 제작

학생 산출물: 학교 주변 소음지도
학교 주변 지도

학교 주변 소음지도

학교 주변 소음지도

정리

수업 정리하기
인간을 위한 경제 개발 및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을 개발하되, 자연의 수용 능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므로 환경보호와 발전
이 병행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예
- 생태 도로: 도로 개설로 야생 동물의 서식지 파괴방지를 위한 야생 동물 이동 통로
- 양재천 복원 사업 같은 자연형 하천 복원
- 일회용품 사용 자제, 물 아껴 쓰기, 자전거 이용, 분리수거 등의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의
생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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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예고: 소음은 동물들의 소통을 방해하며 동물의 소리는 생태계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소리로 소통하는 동물이 소음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유는?

※ 앱 설명 – 모든 앱은 사용 편리한 다른 앱으로 대체 가능함

Derecorder App

소음 측정기

내 주변의 식물 찾기

" 음성 녹음 앱으로

"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MP3 자르기 & 구간
반복 재생 가능함
" 배속 녹음 및 배속재
생 가능
" 타이머 녹음 가능

" 주변 소음을 측정해
dB로 표시
" 주변 소음 환경을 설

주변에 서식하는 다양

" 영상 자르기, 나누기,

한 식물 정보를 검색

빨리 감기, 느리게 감

할 수 있음,

기, 특수효과 및 장면

" 국가 생 물종 지 식정 보

명해줌

모바일 식물 도감

" 녹음 환경에 맞는 마
이크 선택 가능

구글 지도
" 내 주변을 검색하고
사직을 찍어 지도에
저장할 수 있음
" 검색한 지도의 지형
정보를 알 수 있음
" 지점의 정확한 거리를
잴 수 있음

VivaVideo

ZaZa BeatBox
App
" 각각의 트랙에 노래를
녹음하고, 소리를 반
복하고, 소리를 융합
할 수 있음
" 다양한 소리를 음악으
로 편집 가능한 앱입
니다. (학생들이 익숙
한 오디오 편집 앱으
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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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필터, 자막 등
의 편집이 가능함

참고 자료
“과학기술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교과서 훑어보기
환경문제는 이제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문제는
인간의 가치 위기와 밀접히 관련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며, 근본적
으로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도덕>(교육인적자원부) 27쪽
올바른 환경 윤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환경에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멸종 위
기의 생물을 보호하는 것도 환경 윤리일 수 있다. 생태계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 종의 멸종은 다른
종의 멸종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생태와 환경>(교학사) 209쪽
교과서에서 논제 찾기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읽어 본 적이 있어? 소년은 어린 시절에는 나무와
친구처럼 즐겁게 지내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소년은 나무 열매를 따다가 돈을 만들기도 하고 가지를
잘라다 집을 짓기도 하였으며, 끝내는 나무 줄기를 통째로 베어다 배를 만들었어.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
난 뒤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소년에게 나무는 피곤에 지친 몸을 쉬도록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까지 내주
지. 이 동화는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과, 인간이 자연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잘
보여 줘.
인류 문명은 근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야.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점차로 그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과학 기술은 20세기에
이르러서 본래 의도와는 달리 환경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야. 그런데 환경 문제를
분석하는 서로 다른 입장인 기술 지향주의와 생태 지향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기술 지향주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 기술은 자연의 보편적인 원리와 법칙을 파헤치고 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이야.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 충족이 우선이고 환경 보존이나 자연의 생물학적 권리는 부차적
이기에,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 악화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이지. 과학
기술의 발달이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낳았다 하더라도, 환경 문제는 과학을 더욱 더 폭넓게 이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즉,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연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 행위를 정당화하지.
기술 지향주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전략이기는 하나, 문제가 많아. 흔히들 말하는 친환
경적인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기술의 이전 범위에서 예측할 수 없던 새로운 환경 파괴를
야기하기 십상이거든. 환경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감소되기는커녕 더욱 증가하
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 마치 유전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 개발된 유전 공학 기술이 장기 생산
이나 인간 복제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듯이 말이야.
이와는 달리 생태 지향주의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생물권을 구성하는 동등자라는 생태적 자각에서 출
발해. 그리고 과학기술이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근본적으로 인공적인 것이기에, 자연 생태계의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에도 ‘생명’이 있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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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에 대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과학 기술이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까지도 하다
는 거야.
하지만 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아.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예전의 농경 사
회에 비해 매우 다른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기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야. 사실, 오늘날과 같
이 발전한 문명을 과거로 되돌리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해. 생태
학적 관점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관념적이고 낭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
기술 문명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미몽(迷夢)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리라는 거지.
그렇다고 다시 과학 기술주의에 몸을 기댈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생태 지향적 관점과 기술 지향적
관점을 서로 보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지. 생태계 안에 있는 개체의 특성이나 물질을 탐구하는 경우,
여전히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인 과학 기술은 필요해. 기술 지향적 태도를 버릴 수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거시적으로 인간과 자연 생태계 사이의 조화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생태 지향적 태도가 절실
하게 요청되지. 인간이 자연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빚어진 참상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
고 있기 때문이야. 결국 탐구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술 지향적 태도와 생태 지향적 태도의
유연한 절충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 운동 단체들도 환경과 개발의 관계를 조화와 균형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어. 성장
과 개발 위주의 환경문제 인식은 문제의 성격을 편협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공동 노력을
모아 냄으로써 성장 지상주의, 개발 지상주의를 환경의 유지와 보호라는 방향에서 통제해 내야 한다는 거
야. 이는 성장과 개발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되, 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성장과 개발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견해이지. 곧, 가난한 사람들의 기술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 경제 개발은 계속하되 이 같은 개발이 생태계의 수용 능력, 즉 환경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야.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야. <교과서와 함께 구술 논술 뛰어넘기> 저자, 박용성 여수여고
교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39389.html#csidxd58fd17850894f09364
b184aac8db39

- 21 -

2차시
수업 주제

동물의 소통을 방해하는 소음
동물의 소통을 방해하는 소음

차시

2/3

․ 중학교 과학 – 생물의 다양성
관련 교과

․ 중학교 정보 – 자료와 정보
․ 중학교 미술·음악 – 체험, 융합, 표현

STEAM
요소

․ 중학교 사회 –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1. 동물의 소리는 소통의 중요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수업 목표

2. 환경소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3. 동물의 소리로 생태계 변화를 구별하고 사운드스케이프를 설계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동물의 소리 ’와 ‘소음’ 중심의 STEAM활동을 통하여 소음이 동물
의 생존은 물론 멸종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합니

수업 의도

다. 사운드스케이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과 내용으로만
접했던 환경문제와 생물의 다양성을 학교 주변에서 직접 찾아보고, 생태계의 소
리로 환경변화를 탐구하며 , 학생 스스로가 소음 유발의 주체자로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준비물

수업 단계
(시간)

학습지, 필기도구, 스마트폰, 고래 스트랜딩 영상, 다

수업

양한 동물 소리, 수업 PPT

장소

학습 내용

교실

학습자료
※ 수업 PPT

상황제시- 소음으로 인한 고래의 고통
고래의 스트랜딩

도입
(10분)

https://youtu.be/uxrg5HRAQaM

선택 활동 1. 위의 영상을 참고하여 해양동물과 해
저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마인드 맵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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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물과 환경오염에 대한 마인드 맵 그리기
(예시 )

※ 마인드맵: 중간에 주제를 두고 연결된 생각의 고리를 이
어가며 주제와 관련된 설명이나 키워드를 표시하는 방법
☞Tip

고래는 소리로 소통하는데 해저 소음이 고래의 소통을

방해하여 생존과 번식의 위험이 있음을 지도합니다.
◉ 문제 확인하기
1. 스트랜딩 현상이란 고래, 물개, 바다표범과 같은 해양동물이 물가
로 올라와 죽게 되는 현상
2. 고래들의 소통을 방해하는 해저 소음
(예시) 해양 쓰레기, 기생충, 음파탐지기나 잠수함 등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확장하기 - 모둠별 활동 수업
고래의 소리
1. 동물의 소리
a. 소리로 소통하는 동물, 인간보다 더 잘 듣는다
동물도 같은 종끼리 자기들만의 소리가 있다. 소리로 의사소통 하
는 고래와 돌고래는 종류가 다른 종끼리 소리와 진동도 다르다.
전개
(30분)

☞Tip

모든 해양 포유동물들은 소리를 이용하여 번식, 가까운

동물들을 부르는 등의 의사소통을 하므로 소리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
한 감각임을 지도합니다.

https://new
s.naver.co
m/main/rea
d.nhn?mod
e=LPOD&mi

b. 동물의 소리로 생태계 변화 판별하기
소리로 생태계 변화를 감지하는 생물음향학자 버니 크라우스
(Bernie Krause)
♠ 버니 크라우스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링컨 목초지의 선택
적인 벌목 전후 10 년간 생태계 변화를 소리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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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h&oid=
214&aid=00
00612769

☞Tip

10 년 전후의 목초지 변화는 없으나 생태계 속 음향 변화

는 분명히 나타남. 이처럼 사리진 소리의 패턴을 알아내면 사라진 동
물의 종류는 물론 환경변화의 요인도 파악할 수 있음을 지도합니다.
1988 년 벌목 전 목초지

1998 년 벌목 후 목초지

https://www.ted.com/talks/bernie_krause_the_voice_of_t
he_natural_world/up-next?language=ko#t-333389

필수 활동 2. 자연의 소리를 담아서
모둠/이름

장소

종의 다양성 및 수

생태계의 현상
다양한 색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비둘기

어디나

비둘기가
무리지어

버니 크라우스의
강연
(4‘:08“-6:44”
)

발견됨

나무도 많고
차가 많이
다니는

까치

한 두 마리씩
보임

도로주변
(도곡로 61길)
한적한 길
위의 나뭇

참새

가지

아주 드물게
발견

[동물 소리와 생태계: 사운드스케이프 설계 ]
우리 동네 생태계:
우리 동네는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에 인접하고 있어 소음

ZaZa

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8차선 도로와 탄천도로, 2

BearBox:

차선 도로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차량소음도 많은 편이다.

Audio Mixer,

이러한 환경에도 오래된 나무를 포함한 주변에 녹지대가

Recorder,

많다. 하지만 참새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환경소음으

Music Maker

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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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Tip
· 장소는 모둠별로 자유롭게 정하되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 http://www.naturesoundmap.com을 방문하시면 세계
여러 곳의 자연모습과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활동 전
학생들에게 전달하시면 학생들이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1 차시 수업 활동 1 에서 수집한 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다양한 주파수대의 소리를 수집하도록 지도합니다.
2. 소음으로 단절되는 동물
- 인공 소음이 동물의 먹이 찾기와 짝짓기 등을 방해해 생존을 위
협하고 동물들 사이의 소통에 큰 차질이 생김.

버니 크라우스의
강연
조용한 환경 속 개구리떼

제트기 조종훈련

(7’:50“-10‘:2

울음소리

장소 옆 개구리떼 울음소리

0”)

- 인공 소음을 줄이고 생태계를 지켜내자
☞Tip

학생들에게 해저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질문하여 여러

생각을 이끌어 내도록 지도합니다.
< 예시> 바다를 가로지르는 선박들의 서행, 해양동물의 짝짓
기, 출산등 특정 계절이나 지역의 접근 제한, 함선 방음
가이드라인 제시 , 멸종 위기종 밀집 지역은 항로에서 제외
등

필수 활동 3. 생태계의 소리를 지켜라 :
소음으로부터 생태계(동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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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Vedio

장소

바닷속

도로

소음의 종류

선박의 소리

자동차 소음

생태계(동물)의 현상

해결방법

고래의 짝짓기

고래의 짝짓기

소리신호 교란으로

시기에는 운행

번식저하
로드킬,

제한
SNS지도에

먹이 잧기와 짝짓기

로드킬 구간

방해

만들기

[소음 속 동물의 모습: 사운드스케이프 설계]
☞ 활동Tip
· 모둠별로 다양한 공간(육해공)을 정합니다.
· 정해진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찾고, 소음 속 생태계(동물)의
현상을 나타내는 사진 및 영상을 준비하는 과제를 냅니다.
·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탐색하고 사운드스케이프에 첨부하도록
지도합니다.
수업 정리하기
- 동물의 소리는 생존을 위한 소통으로 인공소음에 방해되
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물의 소리와 밀도는 생태계를 평
정리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분)

-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더 알고 싶은 점
은 무엇인가요?
차시예고: 소리와 영상으로 건강한 생태계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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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관찰, Q&A,
토론

02

동물의 소통을 방해하는 소음
도입

1. 생태란 생명의 존재가 살아가는 모습 또는 생리적 특성 그리고 생활습성, 삶의 모양, 살아가는
모습 등을 말하며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및 체계를 뜻한다. 환경오염, 소음과 진
동, 기후변화, 생태계 등과 관련한 생물 다양성, 산림벌채 등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생각해보자.
2. 스트랜딩(Stranding) 현상이란?
고래, 물개, 바다표범과 같은 해양동물이 물가로 올라와 죽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장소는 조금씩 다르지만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자연
현상 중 하나다. 고래의 스트랜딩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스트레스’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3. 고래가 받는 스트레스 원인 알아보기
1) 해양 쓰레기

https://youtu.be/0DJTz0VdnwQ

2) 기생충
나지트레마라는 기생충이 고래의 평형 능력과 방향 능력을 담당하는 중이 신경조직을 파괴한
다는 가설. 그러나 죽은 고래들에게서 모두 이 기생충이 발견된 것은 아님

3) 음파 탐지기나 잠수함
고래들은 특수한 저주파로 소통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음파탐지기나 잠수함에서 발
생 되는 강력한 초음파는 고래들의 귀를 자극해 염증을 발생시키고 방향을 상실하는 등 이상행동을 유발
하게 함. 스트랜딩 고래들의 뇌와 귀에서 다량의 출혈 흔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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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확장하기
♠ 다음 문구를 먼저 읽고 영상을 시청하면서 문제를 탐구하도록 합니다.
-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처럼 고래도 자기들만의 소리, 언어가 있을까?
같은 종끼리는 같은 소리와 진동사용

- 종마다 다른 울음소리가 뜻하는 것은?
혹등고래 - 사람의 언어처럼 높낮이가 있음
이빨고래류 - 새가 지저귀는 듯한 소리
긴수염고래 – 베이스 기타 같은 소리
고래들이 서로의 사냥 구역이 겹치지 않도록 종마다 고유의 사냥터를 정해 이동함

- <생각해 보기> 해양 속 잠수함의 소음이나 진동이 고래의 소통을 방해할까?
해양 소음은 새끼 흑등고래에게 어미와 의사소통을 단절시켜 위험하다

※ 동물의 소리는 생태계 현상을 분석·연구하기 좋은 소재임을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수업 정리하기
동물의 소리는 생존을 위한 소통이며 인공소음으로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물의
소리와 밀도는 생태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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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팸타임스 Jennylyn Gianan 기자, 사진출처: 플리커 ]
고래는 어미와 새끼 소통을 중시하는 동물이다. 특히 혹등고래와 새끼는 끊임없이 소통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
다. 새끼 혹등고래는 속삭임과 아주 비슷한 부드러운 소리로 어미와 의사 소통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리는
기타 바다 생물들의 소음 공해로 방해를 받는다. 특히 범고래가 소음을 자주 내는데, 범고래는 다른 고래의 새끼
를 잡아먹기 때문이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의 해양 생물 학자 지몬 비데센은 고래의 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엑스마우스만 주변의 고래 어미와 새끼에게 센서를 부착한 뒤 비데센과 그의 팀은 고래의 소
리를 들었다. 만은 바다가 육지쪽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로 고래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되는 지역이다. 고래는 새끼
가 바다를 헤엄칠 정도로 충분히 자랄 때까지 만에서 새끼를 보살핀다. 그 동안 어미는 먹이를 거의 먹지 않거나
아예 섭취하지 않으면서 만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새끼에게 먹인다.
비데센과 그녀의 팀은 고래를 면밀히,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가능한 한 새끼와 어미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도
록 조용히 연구했다. 새끼와 어미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면 결국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비데
센은 “어미와 새끼가 분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큰 소리로 신호를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고래들이 더 큰 소리를 낸다면 포식자에게 들키기 쉬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끼 혹등고래가 주의해야 하는 또 다른 포식자는 짝짓기할 암컷을 찾고 있는 성체 수컷 혹등고래다. 수컷 혹등
고래는 새끼에게 험한 행동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짝짓기할 수 있는 암컷의 곁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 것을 싫어한
다. 수면 위를 달리는 보트의 로터는 소음 공해를 유발하여 새끼 고래와 어미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비데센은 말했다.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인 NRDC 의 해양 포유동물 전문가 마이클 재스니에 따르면 새끼 고래가 명확한 의사소
통을 하지 못한다면 혼란이 초래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의 고래 연구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다 밑 오일과 가스를 채취하면서 내는 지진 발파로 인한 소음의 양을 걱정하고 있다.
스니는 “바다속에는 온갖 소리가 있다. 그리고 각종 소음으로 인해 바다 생물들이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최
근

연구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FAM

times

Jennylyn

Gianan

http://famtimes.co.kr/news/view/11038)
※ 동물의 소리는 생태계 현상을 분석·연구하기 좋은 소재임을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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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1@pcss.co.kr,

1. 동물의 소리
a. 소리로 소통하는 동물, 인간보다 더 잘 듣는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Hz ~ 20,000Hz 이고 3,000Hz 가 가장 잘 들림
- 사람은 너무 낮거나 높은 소리는 들을 수 없음 (저주파와 초음파)
- 동물은 인간과 다른 가청주파수가 있어 때로는 사람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음
- 동물의 종은 자신이 선호하는 각자의 소리 음역대가 있음
b. 동물의 소리로 생태계 변화 판별하기
- 생물음향학자 버니 크라우스(Bernie Krause)는 생태계 평가 방법으로 생태계 소리의 밀도
와 다양성을 합한 자료로 정확한 결과를 측정함

도심 속 비둘기가 겪는 소음을 다양한

‘딱따구리의 소리’ 라는 주제로 도시 공사 소음과

행동으로 묘사

딱따구리의 소리를 대조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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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동물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1) 소음에 스트레스 받는 ‘군소’: “소음이 물고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7 월 31 일자 사이언스 데일리는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연구팀이 선박에서 나는 소음으로 군소가 고통 받고 있
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보도하였다. 배 소음으로 군소 알이 부화가 잘되지 않고, 부화하더라도 새끼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밀집해 사는 연안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분주하게 항해하며, 배에서 나는 소음은
물속에서 멀리 그리고 널리 퍼져나간다. 인간이 만든 바다 소음이 동물의 행동과 생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
존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알의 부화율과 유생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이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음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공해라고 말한다. 이 군소는 독성 조류를 먹
어치우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산호초로 유입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위기에 처해 있는 군소가 소음
으로 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생태계가 변해서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즉 군소가 줄고 독성 조류가
번성하면 물고기의 유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인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
다.
연구팀은 약 3 만개의 알을 플라스틱 튜브에 넣어 반은 선박의 소음이 나오는 스피커 옆에 놓고, 반은 산호초
에서 평상시 나는 소음을 내는 스피커 옆에 놓아두었다. 실험 결과 배 소음이 나오는 스피커 근처에 놓아둔 알은
20%이상 부화하지 않았고, 부화한 새끼도 20% 이상 더 많이 죽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보호구역 등을 설치
해 인간의 활동을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UST 교수(출처: The Scienc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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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 고래, 선박과의 충돌 그리고 선박으로 인한 소음으로 생존 위협
사라지고 있는 해빙으로 인하여 북극에서 선박의 운항로가 열리게 됨에 따라 기존에 훼손되지 않고
보호받고 있던 해양생물들이 선박 교통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고래
의 경우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취약하여 의사소통의 방해받고, 선박과의 치명적인 충돌로 이
어지고 있다.
NASA의 재원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연구(new Nasa-funded study)에 따르면,
화물을 적재하고 관광객을 탑승한 선박이 북극 포유동물의 서식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동물들
에게 위험이 생기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위 연구진은 북극곰, 바다표범, 고래를 포함하여 북극에서 고유하게 서식하고 있는 7개의 포
유류종 80개체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개체 수 절반 이상은 선박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들어와서 위
험에 처해있으며, 특히 벨루가 등 고래류의 경우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정책 입안자들(policy makers)에게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최대
의 소음기준 설정과 같이 해당 지역 생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18-07-06]
3) 남북 확성기 소음, DMZ 야생동물에게 치명적
DMZ(비무장지대 )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확성기 ’ 대립이 있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은 전방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외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게릴라식 대북 방송
을 벌일 계획이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하겠다고 하였다. 확성기가 늘어난
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직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남북의 확성기 대립은 DMZ에 깃든 야생동물에게도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심각하다 . 사람에게 확성기 소리는 상호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들리겠지만, 정작 DMZ 의 야생
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도 엄청난 dB(데시벨)의 소음이다.
소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이는 동물들이 대체로 사람보다 청각이 예
민하기 때문이다 . 야생동물에게 소리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듣거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남북의 확성기 가운데 끼어 있는 DMZ 야생동물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돼 버렸다. 소음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사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겨울철 산에서 등산객이 내지르는 ‘야호 ’ 소리에 위협을 느낀 대형 동물 중에는 동면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번식철 새들은 새끼
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동물원에서는 야간의 자동차 경적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고라니, 캥거루 ,
말 등이 폐사하고 , 꽃사슴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사례도 있다.
[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 http://kfem.or.kr/?p=15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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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고

3 차시
수업 주제

또 버티는 생태계 표현하기

버티고 또 버티는 생태계 표현하기

차시

3/3

․ 중학교 과학 – 생물의 다양성, 빛과 파동
관련 교과

․ 중학교 정보 – 자료와 정보
․ 중학교 미술·음악 –체험, 융합, 표현

STEAM
요소

․ 중학교 사회 –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1. 동물의 소리로 사운드스케이프를 설계할 수 있다
수업 목표

2. 건강한 생태계를 다양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주제로 사운드스케이프를 제작할 수 있다
사이매틱스의 핸즈온 경험으로 해양동물이 겪는 소음과 진동을 시각화하여 생태

수업 의도

계를 교란시키는 다양한 해저소음과 진동의 위험을 인식합니다. 다양한 주파수와
매질을 사용한 사이매틱스를 촬영하고 1,2차시 활동과 취합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편집하
여 사운드스케이프를 완성합니다.
학습지, 필기도구, 다양한 종류의 동물 소리, 사이매

준비물

틱스 교구, 여러색의 유성펜(네임펜). OHP 필름, 수
업 PPT

수업 단계

수업
장소

학습 내용

(시간)

스마트 기기
사용 가능
교실
학습자료
※ 수업 PPT

도입
감성적 체험

◉ 자기 주도적 아이디어 실천하기

(20분)
1. 동물이 느끼는 소음과 진동 시각화하기
별거 아닌 것 같은 진동은 아름다운 소리가 되기도 하지만 공진을 일
으켜 엄청난 물리적 파괴력을 지님. 특히 소리로 소통하는 동물이 느끼
는 소음과 진동은 자기들만의 소통을 교란시켜 생존의 위협까지 느낌
- 사이매틱스 아트
소리의 파동과 진동을 공기, 물, 모래 등의 매체를 통해 시각적으
로 표현하는 예술기법

활동 1. 사이매틱스 아트 만들기
(준비물: 사이매틱스 교구, 가벼운 용기, 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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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 그랜트:
사이매틱스를

사이매틱스 체험하기

통해

소리를

눈으로

우리 모둠의 사이매틱스 설명서

보이

게 만들기
1. 아티스트: 2조 아트스트
2. 사운드 소재: 매체 – 물, 주파수 – 400Hz 싱글 사운드
3.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
물에서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진동모양이 선명하고 아름다움

https://ww
w.ted.com/

매체와 진동수

변화

talks/evan
_g ran t_cy
matics/up
-next?lan
guage=ko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의 변화 기록하기]
※부족한 영상
☞ 활동Tip

및 사진은 인

· 사이매틱스 아트는 소리의 시각화로 해양 동물이 느끼는 소음을

터넷

자료를

학생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해양생태계

참고하여 준비

에 미치는 심각한 현상을 지도합니다.

하도록 과제로

· 사이매틱스 시작전 반드시 소형앰프의 볼륨을 0으로 두고 연결

안내할 것

합니다.
· 물과 소금을 사용하되 매질에 따라 진동수의 변화를 기록하고 패
턴의 모양을 사진찍어 사운드스케이프 제작시 사용하도록 지도합
니다.
※ 사이매틱스의 응용
해양학에서 돌고래가 보내는 수중 음파를 시각화함으로 돌고래 언어
의 어휘 목록을 작성하여 돌고래들의 의사소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
전개 및 정리
감성적 체험

다.
2. 환경문제 속 생태계 표현하기

교사/동료/자
기평가 -

(25분)
활동 2.사운드스케이프(소리 풍경화) 완성하기

프로젝트 제작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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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스케이프 작품 설명서

작품명

장소(공간) 및
생태계 표현방법

소음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
☞ 활동Tip
· 1차시 수업 활동 1-2와 2차시 수업 활동2-3에서 수집한 소리와
영상을 모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 위에서 제작한 사이매틱스 아트영상도 첨부하도록 합니다.
· 모둠별 작품에 소음을 줄이는 해결방안이 꼭 들어가도록 지도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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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버티고 또 버티는 생태계 포옹하기
도입

1. 동물이 느끼는 소음 진동 눈으로 보고 표현하기
- 사이매틱스 아트
소리의 파동과 진동을 공기, 물, 모래 등의 매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기법
- 사이매틱스 아트와 진동
진동 주파수 Hz 와 패턴의 상관관계: 주파수에 따라 규칙적인 팬턴
이 생기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도형패턴이 복잡하고 정교하며 낮아
질수록 패턴은 단순함
- 사이매틱스 감상하기

https://youtu.be/Q3oItpVa9fs

https://youtu.be/GtiSCBXb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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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mPpUztcqB8

사이매틱스 아트 교구 조립하기

1. 장비 확인
스피커, 소형 앰프, 전원 어댑터,
신호 케이블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

2. 소형 앰프 ‘AUX’와 스마트폰을
신호 케이블로 연결

3. 스피커를 소형 앰프에
연결(※주의: 컬러 케이블은 소형
앰프 빨강 단자 , 검정 케이블은
검정단자에 연결)
♠스피커 케이블 연결 방법♠
스피커 케이블을 홈에 넣고 소형 앰프의 단자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잠깁니다.

4. 소형 앰프에 어댑터를 연결

5. 전면 볼륨을 줄인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 ON(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커짐)

6. 그릇을 스피커 진동판 위에 올리
기(그릇이 진동판 위에 있을 때 진동
이 잘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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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2. 환경문제 속 생태계 표현하기 – 사운드스케이프 완성하기

딱따구리의 소리

거북들의 고통

정리
활동 3. 작품 공유하기
- 완성된 작품 감상하고 평가하기
- 다른 모둠 결과물에 대하여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발표하기
- 모둠별 사용한 스마트 폰의 앱, 작품 속 생태계의 소리 등 공유하기
-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 성공의 경험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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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어려움

참고 자료
♠ 물고기는 어떻게 소통을 할까

사진출처 : Imxma / Pixabay[팸타임스 Jennylyn Gianan 기자 ]
우리는 돌고래나 큰 고래가 내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물고기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물고기는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 물고기는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물고기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나 주변 환경을 이용한다.
그러나 , 탄성파 탐사나 배의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 등이 물고기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빅토리아 대학의 생물 학자인 자비어 무이(Xavier Mouy)와 그의 동료들은 물고기가 의사소통을
할 때 보이는 행동을 연구해왔는데, 비록 물고기가 입으로 소리를 내진 않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소리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무이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수역에 서식하는 400여 종의 물고기
가운데 소리를 내는 것은 22개 종이 있다." 라고 말했다. 모든 어종은 의사 소통을 위한 자신만의 소리
가 있다고 밝혔다.
메기와 해마와 같은 뼈를 이용해 소리를 내는 어종도 있고, 볼락과 같이 특화된 근육을 사용하여 소
리를 내는 어종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어와 같이 더 원시적인 물고기는 의사소통을 위해 항문에
서 나오는 소리를 이용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버나비에 위치한 사이먼프레이저 대학의 로렌스 딜 (Lawrence Dill)은 청어가
내는 소리가 "빠르고 반복적으로 딱딱거리는 소리"라고 하며 줄여서 FRT(fast repetitive clicks)라
고 부른다 . 딜과 그의 동료 연구원들은 물고기가 내는 이러한 FRT를 발견하면서 2004년 이그노벨상
을 수상하였다 . 무이는 앞으로 캐나다의 해안 전역에 수중 청음소를 설치하여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기
록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음소에는 물고기가 내는 소리가 물고기의 행동 및 종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된다 . 그러나 센서에서 나오는 소리가 물고기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딜
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물고기의 소리는 해양 생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해양 탐사를 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해군 배에 탑승한 승선원들이 청어가 방귀낄 때 내
는 소리를 잠수함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었다 . 이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분야 연구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것과 물고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전했다.
Jennylyn Gianan fam1@pcss.co.kr 2017-06-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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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용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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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교재

1차시 학생 활동지: 환경과 생물

1. 도망가는 오랑우탄을 보호하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현장 영상을 보고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과 환경문제
1. 인도네시아에서 오랑우탄이 한 해 평균 150여 마리가 죽어가며 멸종위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오랑우탄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연쇄적 문제는 무엇인가?

3. 이곳의 생물의 다양성이 위협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경제 개발로 변화된 우리 동네 환경 탐구하기
1) 우리 동네 대기 오염 지표생물 찾기
대기 오염 지표생물: 오염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사라지는 생물로 지역의 환경 오염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 대기 오염 지표생물 알아보기
수질오염 및

아황산가스

산성비

방사선

지의류

나팔꽃

애기장대

모과나무

보라색 이끼류

무궁화

수생 생물

자주달개비

송사리

들깨

오동나무

해바라기

피라미

보라색 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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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 꽃

청정환경
가재
반딧불이

2) 우리 동네 환경소음에 따른 동물의 변화 탐구하기

2-1 활동 학교 주변의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소음으로 인한 동물의 변화 관찰하기.
거리
(m)

☞Tip

소음
측정

동물의 변화

소음지도

(dB)

활동지 사용하시기 전 소음지도 제작을 위해 필요지역으로 지도를 변경해 주세요.

2-2 활동 학교 주변의 식물사진을 찍어 식물 지도를 작성하고, 환경문제 의한 생물의 다양성 변화
관찰하기.
질문

답

식물지도

설정 장소

이유

그 지역의 생태계
특징
환경문제로
발생된 식물의
변화

3.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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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학생 활동지: 동물의 소통을 방해하는 소음

◉ 문제 탐구
1. 고래의 소리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음의 문구를 먼저 읽고 영상을 시청
하면서 문제를 탐구하도록 합니다
1)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처럼 고래도 자기들만의 소리, 언어가 있을까?

2) 종마다 다른 울음소리가 뜻하는 것은?

2. 위의 영상을 참고하여 해양 동물과 해저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마인드 맵 그리기
※ 마인드 맵이란 중간에 주제를 두고 연결된 생각의 고리를 이어가며 주제와 관련된 설명이나 키워
드를 표시하는 방법

해양동물과 환경오염에 대한 마인드 맵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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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의 소리를 담아서 [동물 소리와 생태계:사운드스케이프 설계]
(예시) 올림픽로 4길 (정신여고 주변) 새소리
모둠/이름

장소

동물명

생태계의 현상

4. 생태계의 소리를 지켜라: 소음으로부터 생태계(동물) 보호하기
장소

소음의 종류

생태계(동물)의 현상

[소음 속 동물의 모습: 사운드스케이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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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3차시 학생 활동지: 버티고 또 버티는 생태계 표현하기

1. 해양동물이 느끼는 소음과 진동을 사이매틱스 아트로 시각화하여 나타내보자.
※ 사이매틱스 아트란?

- 소리의 파동과 진동을 공기, 물, 모래 등의 매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기법
사이매틱스 체험하기
우리 모둠의 사이매틱스 설명서
1. 아티스트:
2. 사운드 소재:
3. 매체와 진동수의 관

매체와 진동수

변화

2. 1-2차시 수업활동에서 수집한 소리와 영상을 모아 사운드스케이프를 완성하여 환경문제 속 생태
계를 표현해 보자.

사운드스케이프 작품 설명서

작품명

장소(공간) 및 생태계
표현방법

소음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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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유하기
- 완성된 작품 감상하고 평가하기
- 다른 모둠 결과물에 대하여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발표하기
- 모둠별 사용한 스마트폰 앱, 작품에서 사용된 소리의 특징 등 공유하기
-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 성공의 경험 나누기

조원
(

)반 (

맡은 일
)번

이름(
(

)반 (

)
)번

이름(
(

)반 (

)
)번

이름(
(

)반 (

이름(

)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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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목록

1차시: 환경과 생물
1.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 현장 영상
http://m.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423_00179

2. 허핑턴포스트US의 Palm Oil Is In Everything -- And It's Destroying
Southeast Asia's Forests를 번역, 편집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6/10/story_n_ 7909304.ht ml

3. 대기 오염 지표생물 (저작권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http://www.nature.go.kr

4. 생물 다양성 이미지 (저작권 : 환경부 )
http://www. me.go.kr/family/

5. 참고자료: “과학기술이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가“ (저작권: 박용성 여수여고 교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39389.html#csidxd58fd17850894f09364b184

aac8db39

2차시: 소리로 소통하는 동물이 위험하다
1. 고래의 스트랜딩 영상
https://yout u.be/uxrg5H RAQaM

2. 고래의 소리 영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61276

9

3. 버니 크라우스 강연 영상
......https://www.ted.com/talks/bernie_krause_the_voice_of_the_natural_world/up-next?language=ko#t-333389

4. 해양쓰레기 이미지
https://yout u.be/0DJTz0VdnwQ

5. 읽을거리: 소리로 소통하는 고래 (저작권:FAM times)
http://famtimes.co.kr/news/view/11038

6. 소리로 송통하는 동물, 인간보다 더 잘 듣는다 영상
......http://clipbank.ebs.co.kr/clip/selectClipDetailPop?inflowtype=5&clipUuid= 560e7892-ce

dc-4bf2-aac6- 9bf78654c28e

7. 소음에 스트레스 받는 ‘군소 ’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UST 교수 )
<저작권자 2014.10.07 ⓒ Science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 %EC%86%8C%EC%9D%8C%EC%97%90-%E C%8A

%A4%ED%8A%B8%EB%A0%88%EC%8A%A4-%EB%B0%9B%EB%8A%94-%EA%B5%B0%EC%86
%8C&s=%EA%B5%B0%EC%8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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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극 고래, 선박과의 충돌 그리고 선박으로 인한 소음으로 생존 위협 (출처: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
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idx=13304
9. 남북 확성기 소음 , DMZ 야생동물에게 치명적 (저작권: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
원, 에코큐레이터 http://kfem.or.kr/?p=156016

3차시 : 버티고 또 버티는 생태계 공감하기
1. 사이메틱스 감상 영상
https://youtu.be/Q3oItpVa9fs
https://youtu.be/GtiSCBXbHAg
https://yout u.be/mmPpUztcqB8

2. 참고 영상
에반 그랜트: 사이매틱스를 통해 소리를 눈으로 보이게 만들기
......https://www.ted.com/talks/evan_grant_cymatics/transcript?language=ko#t-13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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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App) 을 활용한 소리 다큐 : 첨단제품 활용형 - 중고

STEAM 프로그램 연구 ․ 개발자
연구 개발
이돈응(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고병오(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황동옥(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신선희(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교재 개발
중학교(자유학기제형, 차시대체형) : 이정희(정의여자중학교),
김희영(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고등학교(차시대체형) : 배경석(중산고등학교), 조명곤(인천교육청)

자문
이명구(광신중학교), 박승빈( 마포중학교), 김진성(숭실중학교),
고상림(인천남동고등학교), 오나영( 중산고등학교)

일러스트ㆍ디자인
조상희

시범 적용 학교
마포중학교, 숭실중학교, 정신여자중학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중산고등학교, 인천남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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