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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STEAM

미래의 해양 환경지킴이
그린쉽(Green Ship) (1)

1. 주제 개요
가. STEAM 열기
본 차시는 해상 교통 분야의 새로운 탈 것으로서 고연비, 친환경 선박 그린쉽(Green
Ship)을 소개하고 이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이 과학ㆍ공학ㆍ사회분야의 융합적인
분석을 통해 찾아가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산화물과 같은 온실가스에 대한 세계적인 환경규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미래의 선박 개발의 방향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선형, 보조동력)과 온실가스
저감 및 신 추진동력(신재생에너지) 등을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과학ㆍ공학적 개념들을 통
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나. 본시 STEAM 수업의 주요 구성 및 준비물
상황 제시

 환경문제로 인해 물
고기가 예년에 비해
많이 잡히질 않고,
치솟는 기름값 문제
로 조업을 그만두게
된 할아버지의 처지
를 제시함. 할아버지
에게 도움을 주고 싶
은 손자는 환경문제
의 원인을 알아보고
연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
을 개발하고자 함.

▶

내용 융합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그린쉽 개발에 앞서 지
구 온난화의 원인과 환
경규제에 대한 국제 정
세를 살펴보고, 미래
선박의 발전 방향에 대
해서 논의함.
 그린쉽 개발을 위해 필
요한 과학(공학)적 기술
분야를 탐색하여 정리
하고 발표함.
 대한민국 그린쉽 1호를
상상해 보고 개념도를
그린 후 자신이 적용한
기술 분야에 대한 설명
을 발표하고 논의함.
 모둠별로 디자인한 그
린쉽을 평가하여 최고
의 작품을 선정해 보고,
미래 선박의 개발 방향
과 기술 분야를 정리해
보기.

 지구 온나화의 원인
과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 정세를 살펴보
면서 미래의 선박의
발전 방향을 스스로
고민해 봄.
 선박의 온실가스 규
제에 대한 논의와 그
린쉽 개념도에 대한
발표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의 도
전의식을 기르고, 다
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함양
함.

새로운 문제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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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상

 (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보상) 모둠 및 개
인별 누적 보상

활동순서

활 동 명

1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환경규제, 그로 인한 선박의 발전 방향 모색하기

2

그린쉽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적 분야 조사하기

3

대한민국 그린쉽 1호는 어떤 모습일까?

4

최고의 그린쉽을 찾아라!

준 비 물

활동지, 필기구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온실가스의 종류를 알고,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열의 이동 원리를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 미래의 해상 교통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탐색하고, 수송 기술의 활용 방법과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미래의 선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선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통과
협력을 체험하고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 해상 교통수단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융합적 사고를 활용하여 과학적, 공학적,
예술적 접근을 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탄소의 순환과정, 온실기체와 지구 온난화, 온실효과
○ T/E：미래의 기술, 아이디어의 구상,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선박을 디자인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상함
○ A：그린쉽의 개념도를 그리기 위한 디자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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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강원도 동해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입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태어
나기도 전부터 조그마한 어선을 몰고 바다로 나가 오징어를 잡는 일이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깊어진 주름살을 마치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얻은 훈장처럼 여기시며 어부
로서의 삶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명절에 할아버지를 뵈러 시골에 내려갔을 때 근심이 가득한 할아버지의 얼
굴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직으로 여겼던 오징어잡이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말씀
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잡혀야 할 오징어는 잡히질 않고, 어선의 기름 값
만 폭등해서 수십 년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어선을 팔아야겠구나.”라며 한 숨 섞인 말
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여 어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단다. 또 기름 값이 높
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내다 팔아도 남는 게
없어 계속 빚만 질 수 밖에 없지.” 라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의 원인이 무엇
인지 궁금하였습니다. 또 환경문제 뿐 아니라 고유
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박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차례입니다.
○ 창의적 설계
자기주도적 학습
문제발견 및 정의
아이디어 발현
창의적
설계

학습 방법
과정, 활동 중심
다양한 산출물
협력 학습

• 지구 온난화, 그린쉽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적 분야들을 학생 스스로
조사해 보면서 자신만의 그린쉽을 개발하도록 유도
• 온실효과, 복사평형의 개념을 정의
• 미래 선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최신 관련기술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선박을 설계
• 자료조사, 분석, 토의를 통해 나만의 그린쉽을 디자인해 보는 기회 제공
• 환경규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선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 분야를 조사하여 그린쉽을 디자인하는 논리적 전개 과정을 거침
• 대한민국 그린쉽 1호를 디자인하고, 최고의 그린쉽을 선정
• 역할 분담과 토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협력학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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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 체험
몰입

Hands-on

성취의 경험

• 문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고,
자료조사와 분석의 과정을 통해 해결과정을 찾아가면서 몰입
• 환경규제에 대한 정당성과 선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그에 맞는 그린쉽을 스스로 설계 및 디자인
• 최고의 그린쉽을 선정하면서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통한 성취감 경험

감성적
체험
배려

새로운 도전

자기 평가

• 그린쉽 개발을 위한 기술 분야에 대한 논의와 모둠별 그린쉽 설계
과정을 통해 모둠 구성원 간의 서로에 대한 배려 및 의견 존중
• 우리나라 조선 해운업계의 그린쉽 기술을 살펴보고, 자신의 진료를 모색
•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 활동에 대한 결과와 논리성, 독창성을 평가해
보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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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기술, 과학

과목

총차시

1

단원

지구 온난화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 기권과 우리생활>
- 탄소의 순환 과정을 알고, 탄소 순환을 지구 온난화와 관련지어 이해됩니다.
- 태양이 지구계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며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평
형을 이해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 / 기술과 발명, 미래의 기술, 수송 기술>
-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행, 평가의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의 과정을 알고, 기본적인 아이디
어 구상, 입체 투상법,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 속의 제품의 문제를 창
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미래 기술의 동향과 사례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미래 기술의
방향을 설명하며, 미래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교과간 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 및 우리나라 전통 수송 기술을 탐색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수송 기술의
개념, 특성, 시스템을 이해하며, 육상, 해상, 우주 항공 분야의 수송 기술의 기초적 원리와 활용
방법을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술 / 표현>
-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학습목표

1. 온실가스의 종류를 알고,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열의 이동 원리를 통해 이
해할 수 있다.
2. 미래의 해상 교통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탐색하고, 수송 기술의 활용 방법과 사례
를 설명할 수 있다.
3. 올바른 미래의 해상 교통 분야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선박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기유발
- 환경문제로 인해 물고기가 예년에 비해 많이 잡히질
않고, 치솟는 기름값 문제로 조업을 그만두게 된 할아 ※상황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상황 제시
분
차시

버지의 처지를 제시함.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고 싶

은 내면화를 통한 공감입니다.

은 손자는 환경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고 연비문제를

상황이 실제 자기에게 일어날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

- 상황제시를 통해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

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도

해보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합니
다.
-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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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기술공학적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

감성적체험>

- 학생들이 상황 분석을 하며 학습에 몰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자기문제화)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1 :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환경규제, 그로
인한 선박의 발전 방향 모색하기
1) 온실가스의 종류를 알아보기
2)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과
창의적
설계
문제인식

학적으로 설명해 보기
3) 지구 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알아보고 발표하기
4) 교통수단에 대한 환경규제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미
래의 선박 개발에 고려할 조건 생각하기

분
차시

<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원
리를 이해시키고, 이로 인한 환
경규제의 역사적 사실들을 조
사해 보면서 환경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학생 스스로 고민하
게 합니다. 또한 미래의 선박
개발 방향에 대해서 자연스럽
게 고민하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감성적체험>

-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취시킵니다.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
록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토의하고 소통하며 배
려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2 : 그린쉽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분야 조
사하기
- 환경규제에 적합한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 기술 분야와 이에 속하는 세부적인 관련 기술
들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기
창의적

까?

해결방안 계획 1) 활동 2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그린쉽 1호를
그려보기

및 실행
분

2) 자신이 디자인한 그린쉽의 이름을 붙이고, 이와 같이
디자인한 이유에 대해 친구들에게 발표하기

차시
<

필요한 과학, 기술 분야들을 인터
넷으로 조사하여 보고, 어떤 기술
들을 적용시켜는 것이 좋을지 모
둠원끼리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
해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활동 3 : 대한민국 그린쉽 1호는 어떤 모습일

설계

※환경규제에 적합한 선박 개발에

※활동1에서의 미래 선박 개발에
고려한 조건들과 활동2에서의
그린쉽에 적용한 기술 분야 등을
통해 그린쉽 1호에 대한 개념도*
를 그려봅니다. 본 활동에서 학
생들은 그린쉽에 대한 디자인과
이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작
성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다

감성적체험>

- 그린쉽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분야를 탐구하고 대
한민국 그린쉽 1호를 개발하기 위해 친구들과 토론하
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수렴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신을 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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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활동4에서의 평가요소를 학
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학
습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개념도 : 논리적인 구조를 그림의
형태로 표시한 것

활동 4: 최고의 그린쉽을 찾아라!
1) 기술 요소, 독창성 요소, 논리적 타당성 요소, 시각적
요소를 고려하여 모둠별로 동료 평가를 실시하고
창의적
설계

최고의 그린쉽을 선정해 보기
2) 최고의 그린쉽 선정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선박 개
발의 방향과 개발해야할 기술 분야들을 정리해 보기

지식산출
분
차시

<

※최고의 그린쉽을 선정할 때 평
가 요소를 고려하여 동료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기 모둠의 작품에
대한 성취의 경험과 상대방에

감성적체험>

- 최고의 그린쉽 선정을 위한 평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또한 작품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기
를 수 있습니다.

에 대한 정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기릅니다.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체크리스트)
- 지구 온난화 원인, 환경규제, 선박발전방향 모색 활동 ※평가와 보상을 통해 학생들이
평가
평가 보상
분
차시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피드백

- 그린쉽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분야 탐구 활동 평가

하고 자아효능감을 얻을 수 있

- 대한민국 그린쉽 1호 디자인 활동 평가

도록 유도합니다. 평가에서는
특히 학생, 교사간의 존중과 배

<

려, 소통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감성적체험>

- 서로 간의 평가를 통해 자아효능감을 느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도전 의식
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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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격
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6. 평가 및 보상
■ 평가
가. 교사평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환경규제로 인한 선박의 발전 방향 모색, 그린쉽 개발을 위한 기술 분야 조
사, 대한민국 그린쉽 1호 디자인, 최고의 그린쉽 선정 등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
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평가대상

지구 온난화
원인,
환경규제,
선박 발전
방향 모색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복사평형과 온실효과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그린쉽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분야

그린쉽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분야를 바
르게 조사하였는가?

5

(
4

(매우좋음)

(좋음)

평가 대상
3

)
2

1

(보통)

(나쁨)

(매우나쁨)

환경규제로 인해 제시한 미래의 선박 개
발에 방향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린쉽의 기술들을 알기 전에 연관성이
잘 들어나는가?
대한민국 그린쉽 1호는 독창성이 있는가?

대한민국
그린쉽 1호

대한민국 그린쉽 1호는 적용 기술에 논리
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대한민국 그린쉽 1호는 기술요소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업
을 잘 진행하는가?

정의적 태도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
에 임하였는가?

나. 동료평가
학생들의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 점수를 모둠별로 반영합니다.

다. 자기평가
자기평가의 Likert 척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보상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 또는 개인에게 상장 및 상품 또는 토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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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내용

미래의 해양 환경지킴이-그린쉽(1)
프롤로그
■ 우리나라 조선 해운업계에서 개발 중인 그린쉽 기술
환경규제와 선박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ㆍ해운 업계의 그린쉽
개발 기술은 크게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새로운 추진동력
기술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구체적 기술
구조최적화, 선체 경량화
조파저항 감소 : 선수부 최적화
마찰저항 감소 : 선체도료 개발, air bubble
공기저항 감소 :상부구조 최적화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성능

학을 이용한 제
품에 대한 사전
결을 위한 새로
운 지식을 쌓기
위해 필요한 부
분입니다. 학생들
이 글을 읽으며
많은 지식과 질

고효율 추진기 개발 : 상반회전 프로펠러, 가

문을 얻을 수 있

변피치 프로펠러, 보스캡핀, 덕트형 프로펠러

도록 지도합니다.

부가물에 의한 추진효율 개선
보조 동력

태양광, 풍력 등
Dual fuel, 하이브리드 등

내용 출처:

전력 효율화

폐열회수 시스템

그린쉽

운항 효율화

운항최적화 등

(Green-Ship;

CO2포집, 연소가스 후처리

선박) - 조선산업

기관

온실가스
저감
신 추진동력

생들이 첨단 과

지식 및 문제해

분야

선형

※ 프롤로그는 학

화석연료
비화석연료

가스연료(LNG) 추진 선박
연료전지, 핵추진 선박

1. 에너지 효율 향상

고연비ㆍ친환경
의 새로운 도전
과 기회, 한국수
출입은행

※ 학습 유의점

1) 선형 분야
(1) 구조최적화 : 구조최적화는 최적의 구조설계를 통하여 선박이 충분한 강

현재

우리나라

조선

해운업계

도를 유지하면서 강재 사용을 최소화하여 경량화를 실현하고 에너지 효

에서 실제로 개

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은 아니지만 대형

발 중인 기술을

조선소들을 위주로 고연비선박 개발과 관련하여 과거보다 더욱 연구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

에 몰입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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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파저항 감소 : 조파저항은 선박이 항해를 하며 만들어내는 파도가 선
박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를 소진시킴으로써 선박에 걸리는 저항을 말합
니다. 조파저항은 파도 발생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줄일 수 있는데 지금
까지 이러한 목적의 기구로서 구상선수(bulbous bow)가 장착되고 있습
니다. 최근에는 구상선수의 최적설계 뿐 아니라 수면에서 물의 입사각
을 최대한 예리하게 하고 수면에서의 선수부위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등의 최적설계로 조파저항을 줄이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제를

해결하는

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어려

운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도

돕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마찰저항 감소 : 마찰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료기술과 air
bubble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찰저항은 선박의 기동 시 선체 표면과
물이 마찰을 일으키며 선박이 받게 되는 저항을 말합니다. 선박의 항행
시 받는 저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선박의 속도에 따라
50%~80%까지 마찰저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항은 선박의 연료소

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저
항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반드시 필
요하며 그 중 마찰저항에 대한 저
감 연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찰
저항 감소를 위한 특수도료와 친환
경 방오도료의 개발을 통하여 약

사진 출처:

5%의 연료효율 향상을 기대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bubble-ship

있습니다. 마찰저항 감소를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방법 중 air bubble

은 선저부에 대량의 공기방울을 발생시켜 선체와 물의 접촉을 차단함으
로써 저항을 줄이는 개념입니다. 개발사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탄소가스
저감율 10%에서 최대 35%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공기저항 감소 : 공기저항 감소를 위해서는 수면 윗부분인 선체 상부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자동차와 같이 공기유동을 원활하
게 할 수 있는 유선형 설계가 요구됩니다.

사진 출처:
홍성인.

선박연

비규제의

선박

금융 연계 가능
성과

차별화전

략 연구, 해양연
구원

바람저항을 줄인 자동차 운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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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능 분야
(1) 고효율 추진기 개발 : 선박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추진기(프로펠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약 5~15%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반회전프로펠러(CRT)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
펠러를 전후에 위치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이 추진기로 에너지 효율
10~15%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변피치 프로펠러(CPP)는
프로펠러 날개 하나하나가 허브에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도의 조
절이 가능하여 유리한 입⦁출력각을 만듦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키는 추
진기입니다. 보스캡핀(PBCF)은 프로펠러 중앙 선단에 설치하는 간단한
장치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Wartsila-IHI
CRP, KR
Technical
Report 2012
사진출처 :

상반회전 프로펠러

가변피치 프로펠러

보스캡핀 프로펠러

KR Technical
Report 2012

(2) 부가물에 의한 추진효율 개선 : 선박의 실제 운항조건에서는 파도와 해
류 등 복잡한 물의 흐름으로 프로펠러의 효율에 유리한 입사각이나 후
류의 흐름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에 프로펠러 전후에 설치된 부가물을
통하여 해수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서 상반회전 프로펠러와 같은 고효율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3) 보조 동력 분야
태양광, 풍력 : 신재생 에너지가 보조 동
력으로 사용되는 방안이 개발 중입니다.

사진 출처:

무역풍을 타는 연(kite)를 이용한 선박은

www.kiteship.c

15knot 엔진에서 엔진동력을 15~20%까지

om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요트 등의 추진력으로 쓰이는 돛
(wind sail)은 대형선박에 장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론적으로는 25%까지 동력
절감할 수 있다. 선박의 유휴공간에 태양
전지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전

연을 이용한 선박

력생산을 위한 보조엔진의 연료유를 줄일
수 있는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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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 분야
Dual Fuel, 하이브리드 : 국내 조선소들은 LNG선에서 자연적으로 기화되어
버려지는 천연가스를 엔진으로 주입하여 기존의 벙커유와 함께 사용하는
dual fuel 기술을 이미 많은 LNG선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술로 연간 연
료비가 180~370만 달러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엔진회사들과 함께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추진방식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기관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연료전지를 출항과 도착 등 보조적인 추
진에 이용하고 항해 시에는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활용
하여 약 5%의 연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전력 효율화 분야
폐열회수시스템은 버려지는 2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를 회수하여 터빈을
구동하고 이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VLCC 등 20여
척의 상선에 적용 중이며 향후 선주들의 요구가 증가하며 적용 선박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6) 운항 효율화 분야
선박의 성능과 기상환경, 파도 등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여 최적의
항로를 계산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하는 시스템
이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IT기술과 융합하여 계속 진화 중이며 주요 조
선소들은 운항최적화시스템을 항해⦁안전시스템 내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온실가스 저감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료효율화 뿐 아니라 CO2가스의 직접적인 저감
기술도 개발되고 있으나 연료효율 저하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신 추진동력
1) 화석연료
연료효율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되는 규제의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디젤엔진 추진시스템은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
년 30%의 온실가스 저감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대비 약43%의 에
너지 효율향상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대
체적인 인식입니다. 또한 가스 추진선박은 이미 한국 조선소들이 LNG선에
dual fuel 추진엔진으로 적용한 사례들이 있어 엔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항구에 대형선박에
대한 천연가스의 연료주입 즉 벙커링 시스템의 기술개발이 아직까지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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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들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가스의 벙커링 시스템에 대한 개발의지
를 보이고 있고, 관련 연구들을 통하여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
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비화석연료
연료전지를 추진 동력으로 하는 선박이 연구개발 중에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상용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동력원으로서 원
자력을 이용한 핵추진 선박도 개발 중입니다.

상황제시
강원도 동해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입니다. 할아버지는 우
리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조그마한 어선을 몰고 바다로 나가 오
징어를 잡는 일이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깊어진 주름살을
마치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얻은 훈장처럼 여기시며 어부로서의 삶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명절에 할아버지를 뵈러 시골에 내려갔을 때 근심이 가
득한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직으로 여겼던 오
징어잡이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
지께서는 “잡혀야 할 오징어는 잡히질 않고, 어선의 기름 값만 폭등해
서 수십 년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어선을 팔아야겠구나.”라며 한
숨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
구 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여
어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
고 있단다. 또 기름 값이 높아지고

사진 출처: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내다 팔아도

두산백과

남는 게 없어 계속 빚만 질 수 밖에

http://terms.nave

없지.” 라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r.com/entry.nhn?

나는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지구 온난화

docId=1124702&
cid=200000000&

와 같은 환경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또 환경문제 뿐 categoryId=2000
아니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박을 개발하고 싶었습 03098
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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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내용
■ (활동)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환경규제,
그로 인한 선박 발전 방향의 모색하기

※ 학습 유의점
지구

온난화에

매년 할아버지의 어획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대한 과학적 원

때문입니다. 수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며, 지구 온난화

리를 이해시키고,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사평형과 온실효과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
다. 다음은 온실효과와 복사평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전등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컵 속 공기의 온도는 올라간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컵 속 공기의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
유는 컵이 전등으로부터 받은 에너지와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보내기 때문입

이로 인한 환경
규제의

역사적

사실들을 조사해
보면서 환경규제
에 대한 정당성
을 학생 스스로
고민하게 합니다.

니다. 지구는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약 70%를 흡수하고, 흡수한 만큼

또한 미래의 선

을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내보낸다. 이처럼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박 개발 방향에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도
전 의식을 고취
시킵니다.
내용 출처:
중3 과학교과서,
천재교육
사진 출처:
중3 과학교과서,
천재교육

그런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달보다 높은 것은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입니
다. 대기 중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등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통과시
키지만 지표면에서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합니다. 대기가 흡
수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지표로 방출되어 지표면 온도를 더 높
인다. 이처럼 대기가 지표면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의 평균 온
도를 높이는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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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의 종류를 조사해 봅시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매탄, 일산화질소, 수소화플루오르화탄소,
과플루오르화탄소, 육플루오르화황

2)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모둠별로 논의해 보고,
지구의 복사평형의 특징과 온실효과을 고려하여 설명해 봅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 다시 우주로 방출된다.
이때 대기권의 온실 가스층에 의해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적거나 같으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화석 연료의 사용
으로 온실 가스층이 두꺼워지면서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감소함으
로써 지구의평균기온이 오른다.

3) 지구 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생각해보고,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모든 자연재앙이 대표적이다.
사막화, 가뭄, 산불, 홍수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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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 중 60%가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다음 표는
내용 출처: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원인과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린쉽

원인

비중

원인

비중

전기ㆍ열 생산

35.0%

육상 교통

21.3%

고연비ㆍ친환경

기타

15.3%

철도 교통

0.5%

선박)-조선산업의

에너지 산업

4.6%

항공 교통

1.9%

새로운

3.3%

기회, 한국수출입

제조산업 건설

18.2%

해상 교통

(Green-Ship;

도전과

은행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원인 중 해상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온실가스
를 줄이는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는 국제회의를 거쳐 선박에 대한 다양한 환경규제들을 엄격히 제시하
고 있습니다.

4)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규제들을 조사해 보고, 특히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를 고려하여 미래에는 선박을 개발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할지
생각해 봅시다.

내용 출처:
그린쉽

UN(국제연합)의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

(Green-Ship;
고연비ㆍ친환경

UN 환경개발 회의에서 승인된 것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처음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진
않았으나 1997년 교토프로토콜을 채택함으로써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에 있어서 UN의 산하 기구인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13년부터
모든 선박에 해 연비효율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선박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40%이상 줄여야하고, 2016년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50%이상 줄일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 선박 개발 시 고려해야할 사항
1. 에너지 효율 향상 :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비를 고려한다.
2. 온실가스 저감 : 선박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정화하는 장치 개발이 고려된다.
3. 신 추진동력 : 화석연료이외에 비화석연료로 추진되는 선박 개발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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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조선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한국수출입
은행

■ (활동) 그린쉽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분야 조사하기
- 환경규제에 적합한 선박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과학 기술 분야와 이에 속하는
세부적인 관련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조사하여 발표해 봅
시다.

※ 학습 유의점
환경규제에 적합
한 선박 개발에
필요한 과학 기
술 분야들을 인
터넷으로 조사하

기술 분야

세부 관련 기술

모둠원끼리 협력

조파저항 감소

하여 문제를 해

마찰저항 감소

결해

공기저항 감소
추진 성능 향상

부가물에 의한 추진효율 향상

보조동력

태양과, 풍력 등을 사용함

엔진 기관

Dual fuel, 하이브리드 등
폐열 회수 시스템

운항 효율화

운항최적화 등

온실가스
저감장치
화석연료
비화석연료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고효율 추진기 개발

전력 효율화

술들을 적용시키
는 것이 좋을지

선체경량화
배의 형태

여 보고 어떤 기

이산화탄소 포집, 연소가스 후처리
가스연료 추진 선박
연료전지, 핵추진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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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대한민국 그린쉽 1호는 어떤 모습일까?
1) 활동2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그린쉽 1호를 그려 봅시다.

※ 학습 유의점
활동1에서의 미
래 선박 개발에
고려한 조건들과
활동2에서의
린쉽에

그

적용한

기술 분야 등을
통해 그린쉽 1호
에 대한 개념도*
를

그려봅니다.

본 활동에서 학
생들은 그린쉽에
대한

디자인과

이에 대한 설명
도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
록
다음

유도합니다.
활동4에서

의 평가 요소를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개념도 : 논리적

2) 자신이 디자인한 그린쉽에 이름을 붙여 보고, 위와 같이 디자인한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인 구조를 그림
의 형태로 표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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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최고의 그린쉽을 찾아라!
※ 학습 유의점

1) 기술 요소, 독창성 요소, 논리적 타당성 요소, 시각성 요소를 고려하여 모둠
별로 동료 평가를 실시하고 최고의 그린쉽을 선정해 봅시다(자신이 속한 모둠
은 평가에서 제외할 것).
기술

최고의

그린쉽

을 선정할 때 평
가 요소를 고려
하여 동료 평가

독창성

논리적 타당성

시각성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1조

를 통해 자기 모

2조

둠의 작품에 대
한 성취의 경험

3조

과 상대방에 대

4조

한 이해와 배려
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기술 요소
독창성 요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다양성 점수
원리가 다른 세부적인 관련 기술은 모두 1점씩 점수 부여
적용 기술들이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참신한 경우
(참신한 기술의 개수만큼 1점씩 부여함)

논리적

적용 기술들이 그린쉽의 개발 취지와 부합한 경우

타당성 요소

(상 10점, 중 5점, 하 1점)

시각성 요소

적용 기술들은 시각적으로 세밀하고 표현한 경우
(상 10점, 중 5점, 하 1점)

2) 최고의 그린쉽을 선정하는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선박 개발의 방향과 개발
해야할 기술 분야들을 정리하여 봅시다.

- 20 -

중학교

2 차시
미래의 해양 환경지킴이(Ⅱ)
그린쉽(Green Ship)

[교사용]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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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STEAM

미래의 해양 환경지킴이
그린쉽(Green Ship) (2)

1. 주제 개요
가. STEAM 열기
본 차시는 온실가스 규제에 적합한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고
연비, 친환경 선박 그린쉽(Green Ship)을 만들어야 함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모든 교통수단에 연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을 높이고 나아가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선박들이 개발되고 있음을 학생 스스
로 탐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에 개발이 완료된 3가지 종류의 그린쉽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학생들이 과학, 기술공학, 수학적 사고를 활용하여 어떤 그린쉽을
구매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리적으로 판단해보는 기회를 통해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나. 본시 STEAM 수업의 주요 구성 및 준비물
상황 제시

 무역회사를 운영하시
는 아버지가 우리나
라에서 개발된 고연
비, 친환경 그린쉽
G1, G2, G3 중 한
개의 선박을 선택하
여 구매하고자 함.
이때 고가의 선박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
힘을 보태고자 학생
스스로 고민해보는
상황을 제시

▶

내용 융합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그린쉽을 선택할 때
고려할 조건 나열해
보기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운용 비용, CO
₂ 배출량, 선박의 속력
비교해 보기
 최상의 조건의 그린
쉽 G1, G2, G3 선박
최종 선택하기

 최상의 조건의 그린
쉽을 선택하기 위해
서 학생 스스로 몰입
하고 문제를 내면화
 운용 비용(에너지 효
율), CO₂ 배출량(온실
가스 저감), 운송 속
력(신 추진동력)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 경험
 선택한 그린쉽에 대
해서 논의하고 토론
하는 과정을 통해 서
로 존중하고 배려하
는 태도 형성

새로운 문제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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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상

 (평가) 체크리스트 평
가
 (보상) 모둠 및 개인
별 누적 보상

활동순서

활동명

1

그린쉽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고려할 것인가?

2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운용 비용을 비교해 보자!

3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CO₂ 배출량을 비교해 보자!

4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속력을 비교해 보자!

5

최상의 조건의 그린쉽을 구매하라!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통하여 연립일차방정식의 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그린쉽의
운용 비용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다.
-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그린쉽의 운용 비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최상의 그린쉽 선택의 문제를 수학, 과학, 기술‧공학적 사고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최상의 그린쉽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 수학적 사고를 활용하여 선박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
으며, 소통과 협력을 체험할 수 있다.
- 해상 교통수단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융합적 사고를 활용하여 수학적, 기술‧공학
적 접근을 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 T/E：미래의 기술,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 M：일차함수의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최고의 그린쉽을 선정하는 수학적 근거 마련

- 23 -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조선업의 최강국으로서 선박제조 세계 1위인 우리나라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선업계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걱
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강력한 환경규제라는 세계적 정세를 우리 선박 회사들이 발 빠르
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일본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런 환경규제에
적합한 선박 개발을 위해 그린쉽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각종 기술 개발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는 고연비, 친환경 선박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 개발
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3가지 종류의 그린쉽 G1, G2, G3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쉽 G1은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그린쉽 G2는 CO₂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3는 신동
력 추진 장치로(또는 신재생에너지) 움직이는 선박입니다. 때마침 아버지의 회사에서는 수십 년간
사용되었던 낡은 선박들을 최신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가지로 출시된 그린쉽 중에서 한 척
의 선박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가의 선박을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떤 선박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차근차
근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미래의 선박 그린쉽(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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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자기주도적 학습

• 그린쉽을 선택할 때 조건들을 스스로 나열하고, 그 조건들의 우선 순위 결정

문제발견 및 정의

• 운용 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선박의 속력 등 그린쉽 선택을 위한
조건들을 정의하고 분석

아이디어 발현

• 그린쉽 선택의 조건을 생각하고, 이 조건을 토대로 선택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

학습 방법

• 논의, 분석을 통해 그린쉽 선택에 대한 논리적 주장 전개

과정, 활동 중심

• 그린쉽 선택을 위한 여러 조건에 대해서 분석하는 활동을 거쳐 최종
산출물을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

다양한 산출물

• 운용 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선박의 속도 등에 대한 비교 결과와
여러 선택 조건들을 고려한 그린쉽과 선택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

협력 학습

• 토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협력학습 제고

○ 감성적 체험
몰입

• 문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 받고, 선택 조건
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로 사용하며 문제 상황에 몰입

Hands-on

• 자신의 문제로 그린쉽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선택에 대한 근거 형성

성취의 경험

• 최상의 그린쉽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직접 선택

감성적
체험
배려

• 자신이 선택한 그린쉽에 대한 발표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함

새로운 도전

• 미래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 발전의 방향을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를 모색

자기 평가

• 자신이 선택한 그린쉽에 대한 주장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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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수학, 과학

과목

총차시

1

단원

일차함수의 활용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 기권과 우리생활, 일과 에너지 전환>
- 탄소의 순환 과정을 알고, 탄소 순환을 지구 온난화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소리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형태의 에너지 종류와
특징을 알고, 인류의 미래에서 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 / 미래의 기술, 수송 기술>
- 미래 기술의 동향과 사례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미래 기술의
방향을 설명하며, 미래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교과간 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 및 우리나라 전통 수송 기술을 탐색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수송 기술의
개념, 특성, 시스템을 이해하며, 육상, 해상, 우주 항공 분야의 수송 기술의 기초적 원리와 활용
방법을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수학 / 일차함수와 일차방정식의 관계>
-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통하여 연립일차방정식의 해를 이해한다.

학습목표

1.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통하여 연립일차방정식의 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그린쉽의
운용 비용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다.
2.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그린쉽의 운용 비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최상의 그린쉽 선택의 문제를 수학, 과학, 기술‧공학적 사고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기유발
-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개발
된 고연비, 친환경 그린쉽 G1, G2, G3 중 한 개의 선박

상황 제시
분
차시

을 선택하여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고가의 선박을 ※상황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하는데 조금이나 힘을 보태고자 학생 스스로 고민
것은 내면화를 통한 공감입
해보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니다. 상황이 실제 자기에게

- 상황제시를 통해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해
보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수학적,
과학적, 기술‧공학적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

감성적체험>

- 학생들이 상황 분석을 하며 학습에 몰입하고 이를 해결
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자기문제화)과 성취감을 얻고
자 하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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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
제해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활동 1: 그린쉽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고려
할 것인가?
1) 그린쉽 선택의 조건들을 나열해 보기
창의적 설계

2) 자신이 가장 우선시 하는 그린쉽 선택의 조건을 차례대
로 배열해 보고, 그 이유들을 발표해 보기

문제인식
분
차시

<

감성적체험>

-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
여하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사
람과 토의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
니다.

※3가지 종류의 그린쉽 중에서
최상의 그린쉽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조건들을 고
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택의 문제
에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활동2는 3종류의 그리쉽을
운용 비용에 대해서 비교분

활동 2: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운용 비용을
비교해 보자!

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학생들이 일차함수를 활용

1) 그린쉽 G1, G2, G3에 관하여 운용 기간과 비용에 관한

하고 연립방정식과 함수의

함수식 구하기(초기 선박 제조 비용, 운용비 고려)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이해

2) 그린쉽 G1, G2, G3에 관한 함수그래프 그리기

하여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3) 그린쉽 G1, G2, G3의 그래프 사이의 교점 구하기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

4) 운용 기간과 운용 비용을 고려하여 어떤 그린쉽이 가장

다.

비용이 적게 드는지 비교해 보고 발표해 보기
※활동3은 3종류의 그리쉽을
창의적 설계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분
차시

활동 3: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CO₂배출량을
비교해 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서 비교분석을 하는 과정입

1) CO₂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 그린쉽 G1, G2, G3에 대한 CO₂배출량 계산해 보기

계산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조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제

활동 4: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속력을 비교
해 보자!

품 결정시 고려할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

-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거리와 운항 시간을 활용하

다.

여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속력을 구해보기
<

※선박의 속력은 운항시간과

감성적체험>

- 그린쉽 선택을 위한 수학, 과학, 기술‧공학적 분야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탐구하는데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다

그린쉽 선택의 중요한 척도

양한 의견 제시 및 수렴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신을 기

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속

릅니다.

력, 거리 공식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
력을 구해볼 수 있도록 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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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최상의 조건의 그린쉽을 구매하라!
창의적 설계
지식산출

※그린쉽을 선택하게 하고, 선

- 운용 비용, CO₂배출량, 선박의 속력 이외에 여러 선택

택의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그린쉽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돕습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기

니다. 이때,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분

<

차시

- 그린쉽 선택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이를

것이며, 상대방의 의견에 대

발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한 배려심과 이해심을 기를

감성적체험>

기릅니다.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체크리스트)
- 그린쉽 선택의 조건 활동 평가
- 그린쉽 운용 비용 비교 활동 평가
평가 보상
분
차시

- 그린쉽 이산환탄소 배출량 비교 활동 평가
- 그린쉽 속력 비교 활동 평가

※평가와 보상을 통해 학생들
이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피
드백을 얻고, 자아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평가에서는 특히 학생, 교사

- 그린쉽 최선 선택 활동 평가
<

수 있습니다.

간의 존중과 배려, 소통의 경

감성적체험>

- 서로 간의 평가를 통해 자아효능감을 느끼고,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도전의식을 갖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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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격려와 칭
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6. 평가 및 보상
■ 평가
가. 교사평가
그린쉽을 선택하는데 있어, 운용 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속력 등을 비교, 분석하는 활동의 전 과
정을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그린쉽
선택의 조건

운용 비용
비교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속력 비교
그린쉽
최종선택

정의적 태도

평가대상

5
(매우
좋음)

(

평가 대상

)

4

3

2

(좋음)

(보통)

(나쁨)

1
(매우
나쁨)

나열된 선택의 조건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선택 조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유가 논리
적으로 타당한가?
발표 태도(목소리, 말의 속도, 시선처리, 자
세)는 좋았는가?
운용 비용을 비교할 때 함수식, 함수그래프
를 구하였는가?
운용기간과 운용 비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
은 비용의 그린쉽을 바르게 비교하였는가?
발표 태도(목소리, 말의 속도, 시선처리, 자
세)는 좋았는가?
그린쉽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올바르게
구하였는가?
그린쉽의 속력을 올바르게 구하였는가?
선택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선택의 근거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는
가?
발표 태도(목소리, 말의 속도, 시선처리, 자
세)는 좋았는가?
모든 활동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협업을
잘 진행하는가?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
에 임하였는가?

나. 동료평가
학생들의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 점수를 모둠별로 반영합니다.

다. 자기평가
자기평가의 Likert 척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보상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 또는 개인에게 상장 및 상품 또는 토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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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내용

미래의 해양 환경지킴이-그린쉽(2)
프롤로그

※ 프롤로그는 학
생들이 첨단 과학
을 이용한 제품에

■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

지난 정부에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안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전

지식

및 문제해결을 위
한 새로운 지식을
쌓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생

저탄소화 산업과 녹색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산업 성장이 가장 중요시 됩니다.

들이 글을 읽으며

특히 저탄소화 산업 성장이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혁신

많은 지식과 질문

적인 에너지 기술에 기반한 산업 성장으로서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면

을 얻을 수 있도

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발전 전략입니다. 또한 녹색 산업의
성장은 오염물질의 통제, 환경 복원 및 생태적 효율화 등을 포함하는 환경 친
화적 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경제 발전 전략입니
다. 본 수업과 관련된 그린쉽 개발 사업 역시 이 저탄소 녹색 사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록 지도합니다.
※ 학습 유의점
우리나라의

환

경친화 기술 정
책에 대해 학생
들에게 소개해보
면서 환경을 보
존하고 복원하는
기술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
니다.
내용 출처:
이해춘(2008). 저
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기술, 산업
및 노동. 직업과
인력개발.

녹색성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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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기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녹색 기술들은 구체적으로 재활용 및 대체에너지 개
발을 위한 신에너지 개발 기술, 에너지나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고효
율화 기술, 환경 부하량을 최소화하거나 오염방지 및 환경 복원을 위한 환경
친화 기술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림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1. 대체 에너지 기술

http://www.gree
ngrowth.go.kr/?

재생에너지 기술, 원자력 및 핵융합기

page_id=2450

술, 수소연료 및 전지 기술 등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 기술로서는 태양 전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화학 반응, 고효
율 초저가 박막 태양전지, 우주 태양광
발전, 고효율 다결정 태양 전지 등이
포함됩니다. 풍력 기술에는 5MW급 초
대형 풍력 설비의 설계 기술이 해당됩니다. 바이오 에너지 기술에는 해양 바이오
연료, 미생물 이용 수소 및 바이오 필름 제조, 생물 및 생물질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이 핵심적 기술입니다. 해양 에너지 기술은 조력, 조류, 파력을 이용한 전
력 생산, 지열 에너지 기술에는 지역, 대수층 혹은 암반축열의 활용, 저온 지열을
이용한 발전,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등이 포함됩니다. 원자력 기
술은 미래형 원자력(차세대 원자로, 원자력ㆍ열 수소 등), 초고온 가스 냉각 원자
로, 소듐 냉각 고속로 등이 핵심적인 기술이며,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 기술도 이
에 속합니다. 수소 연료나 수소 전지 기술은 수소의 제조, 저장 및 연료전기를 개
발하는 기술입니다. 연료전지 기술은 가정용 열병합 연료전지, 휴대용ㆍ정보 기술
용 연료전지의 개발이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에너지 개발 기술은 화석 연소를 대
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및 신에너지 개발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저탄
소 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적이고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의 개발 및 혁신
은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형성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
와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 고효율화 기술
고효율화 기술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에서 에너지 이용 및 생산 공정의 효율
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석연료 효율성 극대화 기술,
수송⦁건설⦁선박⦁항공 부문 효율성 극대화 기술, 전력 효율성 향상 기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효율성 극대화 기술에는 무공해 석탄 에너지(무공해 가스화기술, 석
탄 가스화 복합발전, 석탄액화), GTL3), 신 화석 연료(오리멀젼, 오일쉘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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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해당됩니다. 수송부문 효율성 극대화 기술에는 자동차, 철도, 선박⦁해양,
교통⦁물류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의 연료 효율성 향상 기술에는 그린 카, 친
환경 지상버스, 연료전지 자동차 등의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도 직결되는 자동차 부문의 핵심기술입니다. 철도부
문은 철도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기술, 철도-도로연계 운송시스템,
첨단 경전철·도시형 자기부상 열차의 생산 기술이 해당됩니다. 우주⦁항공 부문
은 선박⦁해양 시스템, 선박 연료 효율 향상, 차세대 선박기술 및 해양⦁항만
구조물 기술 등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부문은 태양 에너지-연료 전지 비행체,
극저소음 회전익기, Green Aero Engine, Hydrogen Engine, 차세대 항공기 개발
등이 있습니다. 전력부문은 고효율 LED기술5), 초전도활용 전력IT, 에너지 저장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수송이나 전력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은 기존 산업에
서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제조 공정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3. 환경 친화 기술
환경 친화 기술은 친환경 공정 및 친환경 제품 제조 기술, 대기·수질·토양의 오
염 저감 및 방지기술, 생태계 복원, 폐기물 재활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
술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통해 지구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 낭
비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제시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조선업의 최강국으로서 선박제조 세계 1위
인 우리나라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선업계의 주
도권을 빼앗길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강력한
환경규제라는 세계적 정세를 우리 선박 회사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일본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런 환경규제에 적합한
선박 개발을 위해 그린쉽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각종 기술 개발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는 고연비, 친환경 선박 개발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3가지 종류의 그린쉽
G1, G2, G3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쉽 G1은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그
린쉽 G2는 CO₂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3는 신동력 추진
장치로(또는 신재생에너지) 움직이는 선박입니다. 때마침 아버지의 회사에서는
수십 년간 사용되었던 낡은 선박들을 최신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가지로
출시된 그린쉽 중에서 한 척의 선박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가의 선박을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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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떤 선박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차근차근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미래의 선박 그린쉽(예시)

활동과 내용
※ 학습 유의점

■ (활동) 그린쉽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고려할 것인가?

3가지 종류의 그
린쉽을
데

1) 그린쉽을 선택할 때 고려할 조건들을 자유롭게 나열해 봅시다.

운용 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속력 등등

선택하는

있어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합
니다. 더 나아가서
는 선택의 문제에

2) 자신이 가장 우선시 하는 그린쉽 선택의 조건들을 차례대로 나열해 보고,

서 학생들이 합리
적인

그 이유를 발표해 봅시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
다.

그린쉽은 크게 3가지 목적의 기술 분야가 적용되어진 선박을 말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를 저감, 신 추진동력 활용을 목적으
로 그립쉽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개발된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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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종류

그린쉽 G1

그린쉽 G2

그린쉽 G3

특징 (장점)
에너지 효율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킨 선박으로 운용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선박으로 CO₂배출량이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다.
신 추진동력(LNG를 활용함)을 활용하여 운행하는 선박으로
속력 이 가장 빠르다.

■ (활동)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운용 비용을 비교해 보자!
다음은 G1, G2, G3 선박의 초기 선박 제조 비용과 연간 운용 비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선박 종류

초기선박제조비용(원)

연간운용비용(원)

G1

1000억

20억

G2

800억

30억

G3

500억

40억

※ 학습 유의점
활동2는 3종류의
그리쉽을 운용 비
용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과정
입니다. 이때, 학

(선박의 총운용 비용)=(초기선박제작비용)+(연간운용 비용)×(운용기간)

생들이

일차함수

를 활용하고 연립

1) 그린쉽 G1, G2, G3에 대하여 운용 기간과 비용에 관한 함수식을 구해 봅시다.
(  : 운용기간,  : 총운용 비용)
함수식
G1

    

G2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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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
계를 이해하고, 이
를 활용하야 문제
를 해결할 수 있
도록 유도합니다.

2) 위의 함수식을 이용하여 좌표평면 상에 개략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
G3
G2
G1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10 20 30 40 50

3) 함수식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G1, G2, G3의 교점을 구해 봅시다.
교점
G1과 G2

 = (년)

 = (억원)

G2와 G3

 = (년)

 = (억원)

G1과 G3

 = (년)

 = (억원)

4) 운용 기간과 운용 비용을 고려하여 어떤 그린쉽이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지 비교해
보고 발표해 봅시다.

운용기간 0년에서 25년까지는 그린쉽 G3의 운용 비용이 가장 적고
운용기간이 25년 이후부터는 G1의 운용 비용이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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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CO₂ 배출량을 비교해 보자!
1) CO₂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조사
하여 발표해 봅시다.

※ 학습 유의점
활동3은 3종류의
그리쉽을

이산화

탄소 배출량에 대

연료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이산화탄소 배출량(kg)=(연료사용량)×이산화탄소 배출계수
연비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이산화탄소 배출량(kg)=(주행거리+연비)×이산화탄소 배출계수
톤ㆍ킬로 법의 이산환탄소 배출량 계산:이산화탄소 배출량(kg)=(수송중량×수송거리)×이산화탄소 배출계수

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계산하는 방
법을 학생들이 조
사하게 하고 이를

2) 다음은 주유 비용을 이용한 CO₂배출량 계산 방법입니다. 그린쉽 G1, G2, G3
의
연간 주유 비용은 연간 운용비와 같다고 할 때, 각 선박의 CO₂ 배출량을 계산해
봅시다.

통해 제품 결정시
고려할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0.002×(주유비용)
연간 주유
비용(원)

CO₂ 배출량(kg)

G1

10억

2000000

G2

30억

6000000

G3

15억

3000000

※ 학습 유의점
선박의

속력은

운항 시간과 밀접
한

■ (활동) 그린쉽 G1, G2, G3 선박의 속력을 비교해 보자!
-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바닷길의 거리가 900km입니다. 각 그린쉽이 인천
항에서 부산항까지 가는데 걸린 운항 시간을 이용하여 속력을 계산해 봅시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린쉽 선
택의 중요한 척도
가 될 수 있습니
다. 시간, 속력, 거
리 공식을 이해하
는지 확인하고, 이
를 이용하여 속력
을 구해볼 수 있
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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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유의점

운항시간(시간)

속력(km/시)

그린쉽을 선택하
게

G1

20km/시

45시간

G2

30시간

30km/시

G3

20시간

45km/시

하고,

이유에 대해서 논
리적으로

- 운용 비용, CO₂배출량, 선박의 속력 이외에 여러 선택 조건들을 고려하여
G1, G2, G3 그린쉽 중에서 1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해 봅시다.

선택한 그리쉽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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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
다. 이때, 학생들
은 문제해결에 대
한 성취감을 얻을
것이며,

■ (활동) 최상의 조건의 그린쉽을 구매하라!

선택의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존중
및

타인에

배려심과

대한
이해심

을 기를 수 있습
니다.

중학교

3~4 차시
더 깊은 바다 속으로(Ⅰ)
(심해탐사선)

[교사용]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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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STEAM

더 깊은 바다 속으로-심해탐사선(1)

1. 주제 개요
가. STEAM 열기
본 차시는 해상 교통 분야의 새로운 탈 것으로서 유인 심해탐사선을 소개하고, 전 세계
의 심해탐사선의 개발 과정과 심해탐사선에 숨겨진 과학ㆍ기술공학적 원리를 학생들이
탐구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탐사선이 잠수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
를 이용하여 학생 스스로 유인탐사선을 설계하고 제작해 보면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개발된 유인탐사선을 이용하여 미션을 해결해가면
서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여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나. 본시 STEAM 수업의 주요 구성 및 준비물
상황 제시

 바다 속 미지의 세계
를 탐험하는 것이 꿈
인 한 학생의 사연을
소개함. 신문기사를
통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심해탐사과정
을 접하고 학생 스스
로 심해탐사선을 개
발하고자 하는 상황
을 제시

▶

내용 융합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심해탐사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심해탐
사선의 개발과정을
조사하여 발표
 심해탐사선의 숨겨
진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면서 부력(아
르키메데스의 원리)
과 중력, 밀도, 기체
의 분자와 압력의
관계에 대하여 학습
 심해탐사선의 과학
적 원리를 통해 잠
수와 부상이 가능한
탐사선을 모둠별로
설계하여 만들기
 제작된 심해탐사선
을 가지고 주어진
미션 수행을 통해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실시

 과학ㆍ기술공학적 원
리를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탐사선을 만
들면서 학습에 몰입
하게 하고 미션 수행
을 통해 성취감을 얻
음
 모둠별로 탐사선을
만들고 미션 수행을
통해서 협동심과 서
로에 대한 배려심을
느낌
 심해탐사의 역사와
개발 과정을 조사하
여 발표해 보면서 다
른 학생의 의견을 이
해하고 존중

새로운 문제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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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상

 (평가) 체크리스트 평
가
 (보상) 모둠 및 개인
별 누적 보상

활동순서

활동명

1

심해탐사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심해탐사선 개발 과정을 살펴보자!

2

심해탐사선의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찾아라!

3

나만의 심해탐사선을 만들어 보자!

4

미션! 심해 6000m에 도전하라!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페트병, 고무찰흙,
고무호스 주사기,
커터칼, 테이프,
유성사인펜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심해탐사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심해탐사선 개발 과정을 탐구하면서 미래의 해상 수송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탐색하고, 심해탐사 기술의 활용 방법과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부력과 중력의 특징을 알고, 심해탐사선의 잠수와 부상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심해탐사선을 만들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 심해탐사선을 제작하고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소통과 협력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 해상 교통수단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융합적 사고를 활용하여 과학적, 공학적, 예술적
접근을 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중력, 부력, 기체의 분자와 압력, 밀도
- 중력, 부력을 이해하여 심해탐사선의 이동 원리 탐구 및 이를 활용하여 심해탐사선
제작의 아이디어를 마련

- 기체의 분자와 압력, 밀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해탐사선 제작의 아이
디어를 마련
○ T/E：심해탐사선 개발, 미래의 기술
- 심해탐사선을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미래의 해상교통 분야의 기술을 탐구함
○ A：심해탐사선을 설계 및 제작을 위한 디자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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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입니다. 바다 속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아래와 같은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감독이자 탐험가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영화 ‘타이타닉’과 ‘아바타’를 만든
장본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영화감독으
로서의 영감을 얻기 위해 생사를 넘나드
는 탐험을 직접 경험해 보는 독특한 성격
과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에서 거
의 10000m이상 내려갈 수 있는 마리아
나 해구는 지구의 대양에서 가장 깊은 곳
입니다. 2012년 3월에 캐머런 감독은 심

해저탐사에 성공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

해탐사선을 타고 서태평양의 괌 북쪽에
있는 이 해구의 밑바닥 탐사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이 심해저 탐사를 위해서
7m정도 길이의 심해탐사선 ‘딥시 챌린저(Deepsea Challenger)’를 특별히 고안해
제작하고 “기다란 녹색 어뢰 같은 것을 타고 바다 속을 수직 이동했다”면서
25cm 두께의 유리창을 통해 직접 하강 장면을 회상했습니다. 캐머런 감독의 마
리아나 해구 탐사의 성공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표지 특집 스토리로 출
간되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탐사 목표였던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
저 해연에 도착한 뒤 “모선 나와라, 여기는 딥시 챌린저, 나는 바다 밑바닥 위에
있다. 수심 10863m…. 구명 장비 양호하고 만사 양호한 것 같다”고 해상의 모선
과 교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해저 탐사 여행은 해저의 사진과 영상 자료 이
외에도 해저 침전물 표본도 가져왔습니다. 또 그는 “우리 팀은 해저 탐사에서
박테리아와 작은 무척추동물 등 68개의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해저 탐사 과정에서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 탐사선의 우현의 추진기 세 개 가
운데 두 개가 떨어져 나갔고 음파탐지기는 완전히 고장이 나는 등의 위험한 순
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심 1만 863m의 챌린저 해연은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
구에서 비티아즈 해연(1만 1034m)에 이어 두 번째로 깊은 곳입니다.

나는 심해저가 우주와 더불어 우리가 도전해야할 또 다른 신비의 영역임이 확신하게 되었
습니다. 지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생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무궁무진한 해저세계에 인류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해저 탐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심해탐사선입니다. 자, 그
럼 이제부터 해저탐사를 위한 심해탐사선을 스스로 개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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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자기주도적 학습

• 심해탐사의 역사와 탐사선 개발과정에 대한 조사, 탐사선의 원리, 탐사선 제작
등 모든 활동을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

문제발견 및 정의

•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 밀도 등을 정의

아이디어 발현
창의적
설계

• 나만의 심해탐사선을 만들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

학습 방법

• 자료 조사, 토론, 직접 제작 등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심해탐사선의 원리를 탐
구하고 미션 수행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키움

과정, 활동 중심

• 모듬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심해탐사선을 설계하고 만들고, 미
션 수행

다양한 산출물
협력 학습

• 모둠별로 심해탐사선 제작
• 역할 분담과 토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협력학습 제고

○ 감성적 체험
몰입

Hands-on

감성적

성취의 경험

• 심해저 탐사에 대한 문제 상황을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고,
심해탐사에 대한 자료 조사와 과학적 원리 탐구 과정에 대한 몰입

• 심해탐사선을 직접 설계 제작함

• 미션 수행의 성공을 통해서 학습적 성취감을 경험

체험
배려

새로운 도전

자기 평가

• 과학적 원리를 발표하고, 모둠별 탐사선의 미션을 수행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경험
• 유인심해탐사선 개발을 소개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해탐사의 자료 조사와 과학적 원리 파악, 심해탐사선 제
작 등의 자신의 활동을 체크하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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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과목
단원

기술, 과학

총차시

2

중력, 부력, 기체의 압력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 힘과 운동,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밀도>
- 중력,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가지 힘의 특징을 알고 이들이 주변의 현상
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한다.
-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를 실험 또는 자료 해석으로 알아내고,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
분자의 배열 및 운동 상태 변화를 분자 모형으로 설명한다.
- 여러 가지 순물질의 녹는점과 어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등을 측정하고, 이들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 / 기술과 발명, 미래의 기술, 수송 기술>
-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행, 평가의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의 과정을 알고, 기본적인 아
이디어 구상, 입체 투상법,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 속의 제품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미래 기술의 동향과 사례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미래
기술의 방향을 설명하며, 미래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교과간 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 및 우리나라 전통 수송 기술을 탐색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수송
기술의 개념, 특성, 시스템을 이해하며, 육상, 해상, 우주 항공 분야의 수송 기술의 기초적
원리와 활용 방법을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술 / 표현>
-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1. 심해탐사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심해탐사선 개발 과정을 탐구하면서 미래의 해상 수
송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탐색하고, 심해탐사 기술의 활용 방법과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2. 부력과 중력의 특징을 알고, 심해탐사선의 잠수와 부상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
용되는지 말할 수 있다.
3. 심해탐사선을 만들면서 창의성을 기르고, 미션 해결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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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문제제시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기유발
- 바다 속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꿈인 한 학생의
사연을 소개함. 신문기사를 통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심해탐사과정을 접하고 학생 스스로 심해탐사선을 개
발하고자 하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상황 제시
분
차시

- 상황제시를 통해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해
보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 새로운 교통 수단의 과학적, 기술공학적 핵심 아이디어
는 무엇입니까?
- 심해탐사선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

감성적체험>

※상황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화를 통한 공감입
니다. 상황이 실제 자기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
제해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학생들이 상황 분석을 하며 학습에 몰입하고, 이를 해
결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자기문제화)과 성취감을 얻
고자 하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1: 심해탐사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탐사선 개
발과정을 살펴보자!
1) 심해탐사의 역사와 조사 장비의 발전 과정 알아보기 ※학생들이 심해탐사의 역사
창의적 설계
문제인식
분
차시

2) 심해탐사선의 발달 과정 알아보기

와 세계 각 국의 탐사선 개

3) 세계 각국의 심해탐사선 알아보기

발 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
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

감성적체험>

<

-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

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

여하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심해탐사

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의 역사, 조사 장비, 탐사선의 발달 과정과 종류 등을 조

유도합니다.

사하여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경
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2: 심해탐사선의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찾아라! ※심해탐사선의 잠수의 원리
창의적 설계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작품설계

1)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부력의 특징을 알아보고 심해

를 부력, 아르키메데스의 원

탐사선을 예로 들어 과학적 원리와 특징을 설명해 보

리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

기

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합

2) 물질의 특징으로서 밀도를 알아보고, 밀도와 부력의 관
계를 설명해 보기

니다. 또한 물질의 특성인 밀
도와 기체의 분자수와 압력

분

3) 기체 분자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해 보기

의 관계를 이해해보면서 학

차시

4) 1), 2), 3)의 활동을 근거로 하여 심해탐사선이 잠수와

습에 더 깊이 몰두하고 작품

부상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와 기술공학

설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 설명을 들어 써보고, 친구들과 토론해 보기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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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선 활동을 통해서 심해탐
사선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
활동 3: 나만의 심해탐사선을 만들어보자!
1) 심해탐사선을 설계해 보고, 탐사선의 이름 붙여보기
2) 자신이 설계한 심해탐사선을 직접 만들어 보기
감성적체험>

<

- 심해탐사선의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심해탐사선을 개
발하기 위해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다
양한 의견 제시 및 수렴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신을 기릅
니다.

공학적 원리를 조사하고 학
습하게 유도함으로써 심해
탐사선의 창의적 설계를 가
능하게 하고, 실제 작품 제작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모둠별
로 정해진 미션 수행을 위한
탐사선을 개발하면서

모듬

구성원 간에 서로에 대한 배
려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성취감을 느끼
도록 격려합니다.

활동 4: 미션! 심해 6000m에 도전하라!
창의적 설계

- 미션 : 모둠별로 만든 잠수와 부상이 가능한 심해탐사선
을 이용하여 수조의 바닥으로부터 20cm지점에 잠수하

작품산출

였다가 10초 이상 머물고 다시 수면위로 부상해야 합니

분
차시

다.
<

감성적체험>

- 미션 수행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체크리스트)

※평가와 보상을 통해 학생들

- 심해탐사의 역사와 개발에 관한 탐구 활동 평가

이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피

- 심해탐사선의 과학적 원리 탐구 활동 평가

드백을 제공받고, 자아효능

- 나만의 심해탐사선 만들기 활동 평가

감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합

분

- 미션 수행 정도 평가

니다. 평가에서는 특히 학생,

차시

<

감성적체험>

교사간의 존중과 배려, 소통

평가 보상

- 서로 간의 평가를 통해 자아효능감을 느끼고, 다양한 의

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학생

견을 수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도전 의식을 갖

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격려

습니다.

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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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및 보상
■ 평가
가. 교사평가
심해탐사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탐사선 개발 과정에 대한 조사, 탐사선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 조
사, 탐사선 제작 및 미션 수행 등의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
니다.

평가 항목

평가대상

심해탐사의
역사와
개발

심해탐사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탐사선 개발 과
정을 올바르게 조사하였는가?

심해탐사선
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부력의 특징을 활용
하여 심해탐사선의 과학적 원리를 논리적으
로 설명하고 있는가?
밀도와 부력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기체의 분자와 압력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심해탐사선의 잠수와 부상이 가능한 이유를
위의 활동에 비추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가?

나만의
심해탐사선
만들기

만들어진 작품이 창의성이 있는가?

미션 수행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하였는가?

정의적
태도

5

(
4

(매우좋음)

(좋음)

평가 대상
3

)
2

1

(보통)

(나쁨)

(매우나쁨)

과학적 원리와 기술공학적 요소를 고려하면
서 작품을 만들었는가?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업을
잘 진행하는가?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
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는가?

나. 동료평가
학생들의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 점수를 모둠별로 반영합니다.

다. 자기평가
자기평가의 Likert 척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보상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 또는 개인에게 상장 및 상품 또는 토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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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내용

더 깊은 바다 속으로-심해탐사선(1)
프롤로그

※ 프롤로그는 학
생들이 첨단 과학

■ 국내 해저 유인탐사선 프로젝트

을 이용한 제품에

해양수산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6000m급 한국형 유인잠수정’을 개발하겠
다고 밝혔습니다. 즉 해저 깊숙한 곳까지 탐험할 수 있는 해저탐사선을 개발하

대한

사전

지식

및 문제해결을 위
한 새로운 지식을

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저 유인잠수정을 개발한 나라는

쌓기 위해 필요한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일본 4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2010

부분입니다. 학생

년 심해잠수정 ‘자오룽’을 개발해, 해저 7000m까지 내려가 심해 탐사 능력을

들이 글을 읽으며

갖춘 나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ㆍ일ㆍ중ㆍ러 4개국이 심해 탐사 능력을 갖
추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
리나라도 2013년 6월부터 유인잠수정 세부 모델과 운영 방안에 관해 타당성

많은 지식과 질문
을 얻을 수 있도
록 지도합니다.

연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세부 모델이 결정
되면, 4년간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해 2020년에 한국형 유인잠수정을 만들
겠다는 것입니다. 심해탐사선의 잠항 목표는 6000~6500m입니다. 이 정도의 능

내용 출처:
동아사이언스

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 세계 바다 속의 98%를 탐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해양부 ‘해저 유
인잠수정’ 프로젝
트
※ 학습 유의점
국내 해저 유
인탐사선
젝트를

프로
소개하

면서 본 차시의
학습 활동에 대
한 연장선 상에
서

미래

직업

선택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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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탐사선 개발의 걸림돌
우리나라는 해저 6000m를 살펴볼 수 있는 무인 탐사선 ‘해미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을 연결해 카메라 영상으로 바다 속을 살펴보는 정도
라서 본격적인 심해 탐사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심
해유인탐사선을 개발할 기술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한국해양연구원의 입장입니
다. 하지만 수심이 얕은 남해, 서해는 심해잠수정이 필요 없고, 동해를 통해 태
평양 탐사에 나서야 하는데 주변 국가들과 영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
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과학 실험용 유인 잠수정은 1987년 개발한 ‘해양
250’이 유일합니다. 탐승인원 3명으로 해저 250m까지 탐사할 수 있으며 수중
카메라와 비디오, 로봇팔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서해 앞바다 탐사용으로 낮
은 수심에 적합하게 개발했지만 서해의 혼탁함 때문에 그리 자주 운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유인탐사선으로 수천 미터의 깊은 바다 속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해저
6000m에서 손톱 위에 소형차 한 대를 올려놓은 것 같은 압력이 잠수함 전체에
작용합니다. 이런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승무원 탑승 공간은 티타늄 같은 고강

내용 출처:
동아사이언스, 과
학동아

도 소재를 사용하고 3명 정도 탑승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한 둥근 모양으로 만
들어 압력에 견디기 쉽게 하고, 앞쪽이 크고 뒤쪽이 비교적 뾰족한 물고기 모
양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탑승 공간 이외의 부분은 ‘수압상쇄’라는 기
법을 흔히 씁니다. 잠수정이 수압에 찌그러지지 않도록 물이나 기름 같은 액체
를 탐사선 안쪽에 부어 압력을 외부와 똑같이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론상으로
는 종잇장처럼 얇은 철판으로도 수백 기압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유인탐사선
은 승무원의 식사, 화장실 등의 문제로 12시간 이상 잠항하는 것은 어렵다. 따
라서 깊은 바다까지 빠르게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압력조절 기술이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한국해양기술원

해양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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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누구나 한번 쯤 꿈꾸는 일입니다. 바다 속 미지
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아래와 같은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감독이자 탐험가인 제임스 캐머
런 감독은 영화 ‘타이타닉’과 ‘아바타’를
만든 장본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영
내용 출처:

화감독으로서의 영감을 얻기 위해 생

연합뉴스 기사를

사를 넘나드는 탐험을 직접 경험해 보

각색함.

는 독특한 성격과 고집이 있다고 합니
다. 해수면에서 거의 10000m이상 내려

사진 출처:

갈 수 있는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의
대양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2012년

내셔널지오그래픽
해저탐사에 성공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

3월에 캐머런 감독은 심해탐사선을 타
고 서태평양의 괌 북쪽에 있는 이 해구의 밑바닥 탐사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이 심해저 탐사를 위해서 7m정도 길이의 심해탐사선 ‘딥시 챌린저
(Deepsea Challenger)’를 특별히 고안해 제작하고 “기다란 녹색 어뢰 같은
것을 타고 바다 속을 수직 이동했다”면서 25cm 두께의 유리창을 통해 직접
하강 장면을 회상했습니다. 캐머런 감독의 마리아나 해구 탐사의 성공은 ‘내
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표지 특집 스토리로 출간되어 소개되기도 하였습
니다. 그는 당시 탐사 목표였던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에 도착한 뒤
“모선 나와라, 여기는 딥시 챌린저, 나는 바다 밑바닥 위에 있다. 수심
10863m…. 구명 장비 양호하고 만사 양호한 것 같다”고 해상의 모선과 교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해저 탐사 여행은 해저의 사진과 영상 자료 이외
에도 해저 침전물 표본도 가져왔습니다. 또 그는 “우리 팀은 해저 탐사에서
박테리아와 작은 무척추동물 등 68개의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
다. 심해저 탐사 과정에서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 탐사선의 우현의 추진기
세 개 가운데 두 개가 떨어져 나갔고 음파탐지기는 완전히 고장이 나는 등
의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심 1만 863m의 챌린저 해연은 서태
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비티아즈 해연(1만 1034m)에 이어 두 번째로 깊은
곳입니다.
나는 심해저가 우주와 더불어 우리가 도전해야할 또 다른 신비의 영역임을 확
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생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무궁무
진한 해저세계에 인류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해저 탐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심해탐사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해저탐사를 위한 심해탐사선
을 스스로 개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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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내용
■ (활동) 심해탐사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탐사선 개발 과정을 살펴보자!
1) 심해탐사의 역사와 조사 장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내용 출처:
심해에서 살아남

① 해양 조사선 챌린저호
심해탐사는 해상에서 해양 조사선을 이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챌
린저호는 1879년 12월부터 1876년 5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많은 생물 표본과 관측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챌린저호는 항
로 길이만 127600km에 이르며, 50권에 달하는 <챌린저호 항행의 과학 탐험
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남겼습니다. 챌린저호의 탐사로 인해 측정된 전 세
계 바라의 수온과 해류, 수심, 생물 등의 자
료는 현대해양학의 기초가 되었고, 생물 표
본들은 진화론의 참고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
다. 특히, 4천 종에 달하는 해양 생물들은 이
중에 포함된 많은 심해 생물들에 의해 심해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심해저에 깔려 있던 광물들로 망간단괴
를 발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챌린저호

기
사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
r.com/entry.nhn?
docId=1023084&
cid=3075&categ
oryId=3075

※ 학습 유의점
학생들에게 심해

② 해양 조사 장비의 발전
챌린저호가 사용했던 심해 탐사에 사용하는 방법들은 깊은 바다의 밑바닥
을 훑는 저인망이나 침전물을 채취하는 채니기 등으로 심해 생물과 광물을
연구하는데 쓰이며 현재의 심해탐사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술
발달에 의해 다양한 전자 장비와 음향 장비가 사용됩니다.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상에 있는 해상 조사선의 경우 밧줄에 무게 추를 달아 그 길이
를 재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장소마다 측정해야하고 지속적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대한
해저 지형도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음향 측심법을 이용한 수
심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925년 독일의 해양 관
측선 메테오르호는 음파가 밑바닥까지 갔다가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물속의
소리 전파 속도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음향 탐사의 문을 열었습니
다. 이후에는 유인ㆍ무인 심해잠수정을 개발하여 심해저를 탐사하고 수많은
해저 생물과 해저 광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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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의 역사와 세
계 각 국의 탐사선
개발 과정을 조사
하여 발표하게 함
으로써 모둠구성원
간 서로 협력하게
하고 상대방의 의
견을 이해하고 수
렴할 수 있도록 유
도합니다.

음향 측심법에 의한 수심 측정방법

2) 심해탐사선의 발달 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① 비브 박사와 배시스피어
처음 잠수정을 타고 심해에 내려간 사람은 미국의 동물학자 윌리엄 비브 박
시입니다. 1930년 기술자 오티스 바턴과 함께 만든 심해잠수정 배시스피어를

내용 출처:
심해에서 살아남
기

타고 심해탐사에 나섰습니다. 4cm 두께의 강철로 만든 공 모양의 배시스피어
는 지름 144cm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과학자와 조종자 두 명이 탑승할 수

사진 출처:

있었고, 석영으로 된 두 개의 창으로 바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932년

네이버 지식백과

약 900m까지 내려갔으며, 잠수정 안의 비브 박사가 심해 생물을 자세히 묘
사하면 배 위의 화가가 그 얘기에 따라 그림으로 기록하여 수많은 해저 생물
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http://terms.nave
r.com/entry.nhn?
docId=1023084&
cid=3075&categ
oryId=3075

배시스피어
② 트리에스테 2호
자크 피카르는 그의 아버지 오귀스트 피카르와 함께 15m 달하는 심해 유인
잠수정 트리에스테 2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1960년 미해군 대령 돈 월시와
함께 세계 가장 깊은 바다인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10000m 넘는 해구 바닥에 도착했고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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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에스테 2호

3) 세계 각국의 심해탐사선을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내용 출처:
과학동아. 심해잠
수정

① 미국의 알빈
심해탐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잠수정 ‘알빈’호는 해저 45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1985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찾
는 탐사를 하기도 했으며 현재 5000여 차례 심해 잠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② 프랑스의 노틸
프랑스 심해잠수함 노틸은 해저 6000m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해저생태계와 심해광물 조사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1500여 차례의 잠수 실적을 가지고 있
습니다.
③ 일본의 신카이
현존하는 최고성능의 심해잠수정입니다. 1989년 건조
된 ‘신카이 6500’은 해저 6492m까지 내려가 심해 해
양 경사면과 대단층면 조사를 했습니다. 지진, 쓰나미
연구에 활용되었으며 1000여 차례 잠수 실적을 가지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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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동아일보, 연합뉴
스

④ 러시아 미르
1987년 만든 심해잠수함 ‘미르’호는 해저 6000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활동시간이 긴 것이 장점입니다. 해
저에서 20시간까지 추가보급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⑤ 중국의 자오룽
심해유인잠수정 ‘자오룽’호는 해저 5038m까지 잠수가
가능합니다.
⑥ 한국의 해미래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만든 ‘해미래’는 해저 600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무인심해잠수정입니다. 유인잠수정보
다 수압에 견디기 쉽지만 원격조정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물속에서는 전파가 잘 통하지 않
기 때문에 초음파 신호장비를 사용합니다.

■ (활동) 심해탐사선의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찾아라!
1)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부력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물속에서 심
해탐사선이 잠수해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보면서 과학적 원리를 설명
해 봅시다.
◆ 부력 : 액체 속에 있는 물체를 뜨게 하는 힘으로 물체가 밀어낸 액체의
무게와 같습니다. 부력은 물체가 물속에 있을 때 뿐 만 아니라 기체 내에
있을 때에도 작용합니다.

내용 출처:
일반물리학(1998).
최성규

◆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 물체가 액체 속에 잠기게 되면 잠긴 공간만큼의
액체를 밀어내게 되고, 그 밀어낸 물의 무게에 해당하는 크기의 만큼 부력
이 생깁니다. 이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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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유의점
심해탐사선의 잠
수의

원리를

부

력, 아르키메데스
의 원리 등을 학
습하고, 이를 토
대로

정리할

있도록

수

유도합니

다. 또한 물질의
특성인 밀도와 기
체의 분자수와 압
잠수함이 바다 속으로 잠수할 경우, 잠수함의 무게를 늘려 부력의 크기보다 중력이
더 커져 잠수함이 가라앉게 된다. 반대로 잠수함이 떠올라야 하는 경우, 탱크 안의 바닷물
무게가 줄어들어 부력이 중력보다 커져 바다 위쪽으로 떠오른다.

력의 관계를 이해
해 보면서 학습에
더 깊이 몰두하고
작품 설계의 창의
적인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물질의 특징으로서 밀도를 알아보고, 밀도와 부력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 밀도 :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지닌다.

내용 출처:
두산백과

밀도와 부력의 관계 :

부력은 물체가 액체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액체의 부피만큼의 무게와 같으므로
밀도가 크면 그만큼 차지하는 부피의 무게가 커지므로 부력이 커지고
밀도가 작으면 부력이 작다.
3) 기체의 분자와 압력의 관계를 알아보고, 잠수함의 단면도를 보면서 탐사선이 잠
수할 때와 부상할 때의 공기탱크 안에 기체의 분자 수와 압력의 변화 옳게 표시해
봅시다.
◆ 기체의 분자 수와 압력의 관계 : 일정한 용기 밖으로 공기 분자를 빼내면
용기 안에는 전보다 적은 양의 공기 분자들이 존재하게 되고, 공기 분자의
수가 감소하면 공기 분자들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서 기체의 압력은 작아
집니다.
반대로, 공기 넣으면 용기에 더 많은 공기 분자들이 존재하고 공기 분자의 수
가 증가하면 공기 분자들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여 기체의 압력은 커집니다.

- 54 -

내용 출처:
중1 과학교과서
천재교육

-잠수할 때 : 공기탱크 안에 기체의 분자 수 -> 많아진다 / 적어진다
공기탱크 안에 기체의 압력

-> 커진다 / 작아진다

-부상할 때 : 공기탱크 안에 기체의 분자 수 -> 많아진다 / 적어진다
공기탱크 안에 기체의 압력

-> 커진다 / 작아진다

4) 1), 2), 3)의 활동을 근거로 하여 심해탐사선이 잠수와 부상이 가능한 이유를
과학적 원리 및 기술공학적 원리를 토대로 작성해 보고, 이를 친구들에게 발표
해 봅시다.
(단, 공기탱크안의 기체의 분자 수와 압력, 부력, 탐사선의 중력 등을 언급할 것)

잠수함이 바다 속으로 잠수할 경우, 공기탱크에 기체를 배출하면서 기체의 분자 수가 줄어들고
기체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공기 내부로 들어와 부피에 해당하는 부력의 크기보다
중력이 더 커져 잠수함이 가라앉게 된다.
반대로, 잠수함이 떠올라야 하는 경우, 탱크에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 탱크 안의 기체의 분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기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바닷물을 외부로 배수시켜 잠수함의 무게가 줄어든다.
따라서 부력이 중력보다 커져 바다 위쪽으로 떠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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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나만의 심해탐사선을 만들어 보자!
1) 심해탐사선을 설계해 보고, 탐사선의 이름을 붙여 봅시다.
※ 학습 유의점

탐사선의 이름 :

앞선 활동을 통
해서
과

심해탐사선
관련된

과학

및 기술공학적 원
리를 조사하고 학
습하게
로써

유도함으
심해탐사선

의 창의적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실제 작품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
행합니다. 모둠별
로

정해진

미션

수행을 위한 탐사
선을

개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배려
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합
니다.

2) 다음 제시된 재료들을 활용하여 자신이 설계한 심해탐사선을 만들어 봅시다.
페트병 1개, 고무찰흙, 고무호스, 주사기

재료

커터칼, 테이프, 유성싸인펜

■ (활동) 미션! 심해 6000m에 도전하라!
- 모둠별로 아래와 같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심해탐사선을 완성해 보고, 미션을
수행하여 봅시다.

mission

심해탐사선은 수조에 표시된 바닥으로부터 20cm 지점에 잠수
하였다가 10초 이상 머물고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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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5 차시
더 깊은 바다 속으로(Ⅱ)
(심해탐사선)

[교사용]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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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STEAM

더 깊은 바다 속으로-심해탐사선(2)

1. 주제 개요
가. STEAM 열기
본 차시는 해상 교통 분야의 새로운 탈 것으로서 유인 심해탐사선을 소개하고, 학생들
이 실제 해양연구원이 되어 심해탐사선을 타고 해저 곳곳을 누비며 탐사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서 음향측심법을 통해 수집된 정
보를 해석하면서 탐사지형을 파악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 활동을 통해 탐구 보고서 작
성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관찰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탐사지형을 도식화해 보
면서 언어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ㆍ수학적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능력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둠별 미션을 통해 학교의 특정 구역들을 탐사
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면서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나. 본시 STEAM 수업의 주요 구성 및 준비물
상황 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의 연구원이 된 학
생들의 주요 임무는
유인심 해탐사 선을
타고 해저 지형을
탐사하고 탐사보고
서를 작성하는 것
임. 그러던 중 임진
왜란 때 난파된 거
북선의 잔해를 찾아
야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
격적인 해저탐사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

▶

내용 융합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탐색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거
북선의 역사적 일화를 알
아보고, 거북선의 잔해를
찾기 위한 탐사해역 결정
하기
 탐사가 결정된 해역에 대
해 탐사 계획과 방법(탐사
목적, 주제, 기간, 장소, 방
법, 역할 분담)을 모둠별로
논의하여 발표. 탐사 결과
로서 음향측심법으로 얻은
정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
여 탐사 해역의 해저면을
예상하여 그리기
 학교의 특정지역을 선정하
여 모둠별 탐사 미션을 수
행하고, 탐사 보고서 작성

 학생들이 해저탐사
연구원이 되어 보면
서 문제 상황을 내
면화 하고 문제해결
에 몰입
 탐사 해역을 결정하
고, 탐사 계획, 방법
을 논의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형성
 학교에 특정 지역을
실제 탐사하고 보고
서를 작성해보면서
새로운 도전 의식을
얻고, 학습에 대한
성취감 경험

새로운 문제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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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상

 (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보상) 모둠 및 개인
별 누적 보상

활동순서

활동명

1

탐사 보고서는 어떻게 쓸까?

2

임진왜란 때 침몰된 거북선의 잔해는 어디 있을까?

3

거북선 탐사 프로젝트를 위한 탐사 보고서 작성하기

4

미션! 학교 탐사를 시작하라!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탐사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익혀 적절한 주제에 대한 탐사 보고서를 쓸 수 있다.
- 왜란 극복을 위해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활약상을 이해할 수 있다.
- 일차방정식을 활용하여 탐사 해역의 해저면을 그릴 수 있다.

○ 과정 목표
- 심해탐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 심해탐사를 계획하고 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체험하고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 해상 교통수단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융합적 사고를 활용하여 언어적, 역사적, 수학적
접근을 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해양자원
○ T/E：미래의 기술
- 미래의 심해탐사기술을 활용하여 해저탐사를 위한 계획 세우기
○ A：탐구보고서 쓰기, 이순신과 거북선의 역사탐구활동을 통해 탐사지역 선정
○ M : 음향측심법을 이해하고, 일차방정식의 활용하여 해저 지형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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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1일 연구원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주
요 임무는 유인심해탐사선을 타고 유물, 유적, 해저지형, 광물 등을 탐사하고 탐사 보고서를 작성하
는 것입니다. 2008년 6월 경상남도 도청과 정부에서는 조선시대의 군함과 무기 잔해를 탐색하는 방
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남해안은 왜군들과 수많은 해전을 치러왔던 곳입니다. 특히 우
리나라에서 가장 존경 받는 이순신장군의 거북선을 복원하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임진왜란 때 난파된 거북선의 잔해를 찾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대부분의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
당했고, 전투에서 일개 함대를 진두지휘하며 침략세력들을 무참히 부수었던 후손에게 남겨줘야 할
조상들의 위대하고 창의적인 발명품입니다. 거북선의 잔해가 바다 밑에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단
1%만이라도 있다면, 탐사해야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거북선의 잔해를
탐사하기 위해 떠나 봅시다!

거북선 내부 복원 구조

거북선 3D 복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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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자기주도적 학습

• 탐사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학생 스스로 알아보고, 거북선 프로젝트
에 대한 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 탐사 미션 수행

문제발견 및 정의

• 탐사 보고서 쓰기의 단계별 내용 요소 정리

아이디어 발현
창의적
설계

학습 방법

과정, 활동 중심

다양한 산출물

협력 학습

• 거북선의 잔해를 찾기 위한 탐사 해역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선
정하고, 학교 탐사 미션 수행을 위해 아이디어 산출
• 자료 조사, 토론, 분석을 통해 탐사보고서 작성
• 탐사보고서를 쓰는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학교 탐사에
이를 적용하여 보고서 작성
• 거북선 탐사보고서와 학교 탐사 미션을 통한 탐사보고서를 작성

• 역할 분담과 토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협력학습 제고

○ 감성적 체험
몰입

• 해양연구원으로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고,
탐사 계획, 방법, 결과 분석 등을 자신의 의지대로 작성

Hands-on

• 거북선 탐사보고서를 학생 스스로 작성해 보고, 자신이 선택한 학교
의 지역 탐사 미션을 수행하면서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

성취의 경험

• 거북선 잔해를 찾는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연구원으로서 보람과 성취감
을 간접 경험

배려

• 탐사보고서 쓰는 방법을 정리해 보고, 탐사 해역 선정, 탐사 계획과
방법 작성, 탐사 결과 분석 등의 과정에서 모둠원 간 서로를 배려하
고 존중하는 태도 형성

새로운 도전

• 무인심해탐사선을 이용한 동해안 탐사를 소개하고, 진로탐색 기회 제
공

자기 평가

•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체크하
는 기회 제공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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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역사, 국어, 수학

과목

총차시

1

단원

(역사)수군의 활약, (국어)탐구보고서 쓰기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왜란과 호란의 대내외적 배경을 알고, 외침에 맞선 다양한 노력을 중심으로 양란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 / 쓰기>
-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수학 / 일차방정식>
- 일차방정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 / 미래의 기술, 수송 기술>
- 미래 기술의 동향과 사례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미래 기술의
방향을 설명하며, 미래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교과간 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 및 우리나라 전통 수송 기술을 탐색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수송 기술의
개념, 특성, 시스템을 이해하며, 육상, 해상, 우주 항공 분야의 수송 기술의 기초적 원리와 활용
방법을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탐사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익혀 적절한 주제에 대한 탐사보고서를 쓸 수 있다.
2. 왜란 극복을 위해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활약상을 이해할 수 있다.
3. 일차방정식을 활용하여 탐사 해역의 해저 면을 그릴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기유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1일 연구원이 된 학생들의 주
요 임무가 유인심해탐사선을 타고 해저 지형을 탐사
하고 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러던 중 임진왜란 때 난파된 거북선의 잔해를 찾는 프
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학생들은 해저탐사를 시작하
상황 제시
분
차시

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 상황제시를 통해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해
보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 심해탐사선을 타고 탐사보고서를 쓸 때 어떤 요소를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 거북선의 잔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감성적체험>

- 학생들이 상황 분석을 하며 학습에 몰입하고 이를 해
결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자기문제화)과 성취감을 얻
고자 하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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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화를 통한 공감입니다. 상
황이 실제 자기에게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활동 1: 탐사보고서는 어떻게 쓸까?
1) 탐사보고서의 예시를 통해 탐사보고서에 어떤 내용
을 담아야 하는지 알아보기
2) 탐사보고서의 예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 보
기

창의적 설계
문제인식

3) 탐사보고서 쓰기의 단계별 내용 요소를 정리해 보기

분

<

차시

- 탐사보고서를 쓰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감성적체험>
문제해결에 대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탐사

※탐사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탐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정리하여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고서 쓰기의 내용요 소와 단계를 익히고 정리하여
이를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경
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2: 임진왜란 때 침몰된 거북선의 잔해는 어디
있을까?
1) 임진왜란의 배경과 원인 조사하기
2) 거북선에 관한 자료 조사하기
3)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장군의 전투 경과 조사하기
4) 거북선의 잔해를 찾기 위한 탐사 해역 선정하기

창의적 설계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분
차시

활동 3: 거북선 탐사 프로젝트를 위한 탐사
보고서 작성하기

군의 활약에 대한 조사 활동을
통하여 학습과 동시에 문제해
결을 위한 탐구활동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모둠원끼리 서로 이해하고 협
력하면서 성취감과 도전 의식

1) 탐사의 목적 및 주제 정하기
2) 탐사 기간, 위치, 방법, 모둠원 역할 분담 정하기
3) 거북선 탐사 프로젝트의 탐사 결과 기록하기(음향측
심법으로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탐사 해역의 해저면
에 노출된 이상 물체를 그려보기)
<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수

감성적체험>

- 거북선의 잔해를 찾기 위한 역사적 탐구 활동과 거북
선 탐사 프로젝트를 위한 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경험을 합니다.

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탐사 결과에 대한 기록 중에서
음향측심범에 의한 결과 작성
을 할 때 수학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일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해저면의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수렴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신을 기릅니다.
활동 4: 미션! 학교 탐사를 시작하라!
창의적 설계

- 미션 : 학교의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모둠별로 탐사를 ※앞선 활동을 통해서 탐사보고서
실시하고, 탐사보고서를 작성해보기

지식산출

를 작성하는 방법을 숙달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용해 볼 수 있

감성적체험>

분

<

차시

- 미션 수행을 통해 새로운 과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
고 도전 의식과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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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체크리스트)
- 탐사보고서 쓰는 방법에 관한 활동 평가
- 거북선 잔해를 찾기 위한 탐사 해역 선정에 관한 활동
평가 보상
분
차시

평가
- 거북선 탐사 프로젝트 활동 평가
- 학교 탐사 미션 수행 정도 평가
<

감성적체험>

- 서로 간의 평가를 통해 자아효능감을 느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도전 의식
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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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보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피드백
을 제공받고, 자아효능감을 얻
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평가
에서는 특히 학생, 교사간의 존
중과 배려, 소통의 경험이 중요
합니다.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
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
습니다.

6. 평가 및 보상
■ 평가
가. 교사평가
탐사보고서 쓰는 방법, 거북선 잔해를 찾기 위한 탐사 해역 선정, 거북선 탐사 프로젝트, 학교 탐사
미션 등 활동의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탐사보고서
쓰는 방법

평가대상
5

(
4

(매우좋음)

(좋음)

평가 대상
3

)
2

1

(보통)

(나쁨)

(매우나쁨)

탐사보고서 쓰기에 단계별 내용 요소를 빠짐
없이 바르게 정리하였는가?
임진왜란의 배경과 원인을 바르게 조사하
였는가?

거북선 잔해를
찾기 위한
탐사 해역
선정

거북선에 관한 자료는 정확하고 충분한
가?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장군의 전투 경과를
바르게 조사하였는가?
거북선의 잔해를 찾기 위한 탐사해역을
선정하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거북선 탐사
프로젝트
학교 탐사
미션

정의적 태도

거북선 탐사에 대한 계획과 방법을 바르
게 작성하였는가?
탐사 결과 분석에서 수학적 계산 결과가
바르고 정확한가?
학교 탐사를 하면서 내용 요소를 빠짐없
이 탐사보고서에 바르게 작성하였는가?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업
을 잘 진행하는가?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
업에 임하였는가?

나. 동료평가
학생들의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 점수를 모둠별로 반영합니다.

다. 자기평가
자기평가의 Likert 척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보상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 또는 개인에게 상장 및 상품 또는 토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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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내용

더 깊은 바다 속으로-심해탐사선(2)
프롤로그

※ 프롤로그는 학
생들이 첨단 과학

■ 심해탐사로봇 ‘해미래’를 이용한 동해 심해저 탐사

을 이용한 제품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이판묵 박사는 심해탐사로봇 ‘해미래’를 이용하여 동해
심해저를 탐사하고 탐사 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

사전

지식

및 문제해결을 위
한 새로운 지식을
쌓기 위해 필요한

한국해양연구원은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2006년 11

부분입니다. 학생

월 6,000m급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시스템을 개발하였

들이 글을 읽으며

습다. 해미래는 심해 과학 탐사, 환경 관측과 자원 개발을

많은 지식과 질문

위한 필수 해양탐사 로봇입다. 심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을 얻을 수 있도

자원과 미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의 마지막 자원 보고

록 지도합니다.

입니다. 해미래가 개발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심해 해양 과
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 장비가 확보된 것입

내용 출처:

니다. 이로써 동해, 태평양, 대서양 심해에서 열수와 냉수

한국해양과학기술

분출구 해역을 탐사하고, 해저 광물 자원, 생물자원, 미생
물 자원 확보에 해미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원

해미래

됩니다.

사진 출처: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1. 탐사의 목적 : 동해 메탄가스 탐사

http://enews.kios

포항 동쪽 70km 수심 약 1500m 해역은 해저에서 가스가 분출하고 있을 것으

t.ac/newshome/

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최동림 박사는 ‘온누리호’ 해양조사선에

mtnmain.php?mt

장착된 지층구조 탐사 장비와 음탐 장비를 이용하여 목표 지점을 설정하였고,

nkey=articleview

2007년과 2008년에 사전 탐사를 통하여 해저면 지하 3m 깊이에서 메탄 하이드

&mkey=scatelist

레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최 박사는 이 지역에서 메탄가스 분출(cold seeping)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27일부터 6월7일에 걸쳐 동해 가스분출 예
상 해역에 대한 해저면 예비 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 탐사 팀의 구성원과 역할분담
탐사팀은 해미래를 개발한 이판묵 박사팀 6명, 최동림 박사를 비롯한 해양생태·
환경연구팀 7명, 한양대학교 현정호 교수의 해양미생물연구팀 6명으로 구성되었
고, 해미래 운용은 심해장비 운용 회사인 ‘아쿠아드론’의 전문가 3명이 담당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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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ey2=187&ai
d=595&bpage=3
&stext=

3. 탐사 기간
해미래를 이용한 해저면 정밀 탐사는 5월31일과 6월4일 이틀에 이루어졌습니다.
4. 탐사 장비
해미래는 두 대의 수중 로봇팔, 6대의 수중 카메라, 수중 조명장치, 위치추적 음
향장비, 관성항법 센서, 전방 감시소나 음향속도계, 심도계, 메탄센서 등의 탐사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해미래는 6대의 전기 추진 프로펠러를 장착하여 수중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8,500m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해양 과학자가 선상에
서 심해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 학습 유의점
국내 심해탐사
로봇의

탐사보

고서 작성의 예
를

소개하면서

본 차시의 학습
에 대한 피드백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미래
직업선택의

유

용한 참고 자료
로서 사용될 수

심해생물 채집

코어 채집

해저면 퇴적물을 채집할 수 있는 푸시어(push core) 5개, 해수 채집기 2개, 흡입
장치, 가스 포집 장치가 별도로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해저에서 관측되는 생명체
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10cm 간격으로 두 개의 레이저 포인터를 전방에 설치하
였습니다.

5. 탐사 결과 및 추후 탐사 계획
6월4일 탐사에서 해미래는 오후 1시40분에 진수
되었고, 분당 25～30m의 속도로 잠항하여 1시간
경과 후 해저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탐사에서
는 ‘해미래 마운드’로 명명된 250m 직경의 목표
지점을 찾아 해미래를 이동한 후에 해저를 정밀
관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명의 오퍼레이터와 총
감독 1명이 해미래를 조종하였으며, 사진 촬영, 영

심해생명체

상 저장, 위치추적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과학자가
조종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원격 제어실에는 해미래 카메라에서 얻어지
는 영상을 이용하여 해저를 관측하며, 해저 시료를 채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로봇팔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해저 작업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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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탐사용 수중음향 장비, 위치 추
적 장치, 과학탐사 계측 센서와 각종 감시 센서를
이용하여 해미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탐사는 총 7시간 20분
간 진행되어 오후 9시 종료되었고, 해미래의 해저
면 채류는 4시간10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탐사에서 퇴적물 시료 2개와 해수 시료 2개를 채
집하였고, 각종 생명체와 탐사 작업 사진 110여장,

홍게와 말미잘

탐사 과정을 7시간30분 녹화하였습니다. 목표 지
점에는 홍게와 등가시치(?)가 군집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말미잘, 햇님 불가사리,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존재하였습니다. 해미래 불빛을 따라 오징어가 접근하기도
하였고, 복귀 과정에는 해미래를 서서히 부상시켜 해양 생명체를 관측하였습니
다. 해미래 마운드는 박테리아 매트로 추정되는 지역이 존재하며, 타 지역보다 혼
탁하여 심해 환경에 대한 정밀 탐사가 필요합니다. 가스 분출 해역의 생태계와
해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격적인 연구 사업이 곧
착수될 예정입니다. 심해탐사 로봇 해미래는 이 연구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할 것입니다.

상황제시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1일 연구원으로 임명을 받았습
니다. 여러분들의 주요 임무는 유인심해탐사선을 타고 유물, 유적, 해저지형, 광
물 등을 탐사하고 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008년 6월 경상남도 도
청과 정부에서는 조선시대의 군함과 무기 잔해를 탐색하는 방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남해안은 왜군들과 수많은 해전을 치러왔던 곳입니다. 특
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 받는 이순신장군의 거북선을 복원하는데, 이번 프
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임진왜
란 때 난파된 거북선의 잔해를 찾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거북선

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대부분의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전투에서 일개 함대를 진두지휘하며 침략세력들을 무참히 부수었던 후손에게
남겨줘야 할 조상들의 위대하고 창의적인 발명품입니다. 거북선의 잔해가 바다
밑에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단 1%만이라도 있다면, 탐사해야할 가치는 충분
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거북선의 잔해를 탐사하기 위해 떠나 봅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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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www.yi-su
nsin.com/
충무공 이순신,
거북선 신화에서
역사로

거북선 내부 복원 구조

거북선 3D 복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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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내용
■ (활동) 탐사보고서는 어떻게 쓸까?
1) 탐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봅시다.

탐사 목적, 주제 / 탐사 기간과 방법 / 탐사 결과 / 정리 및 소감 등
※ 학습 유의점
탐사보고서를 쓰
는 방법에 대해서

2) 다음과 같은 탐사보고서의 한 예시를 통해 탐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탐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정리

우리 동네 유적지 탐사

하여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1. 탐사 동기 및 목적
이번 탐사는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를 조사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 동네에
유명한 유적지를 탐사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조사 기간, 대상, 방법
(1) 탐사 기간 : ○월 ○○일~○○일까지 1주일간
(2) 탐사 대상 : ○○사찰, ○○왕릉 등
(3) 탐사 방법 :
① 자료 조사 : 인터넷과 지역 신문, 잡지 등에 소개된 우리 동네 유적지
를 조사함.
② 직접 탐사 : 선정된 유적지를 직접 탐사하여 정보를 얻음
③ 인터뷰 조사 : 주변 지역 주민과 인터뷰를 실시함.
3. 모둠원 역할 분담
(1) 자료 조사 : 김○○, 최○○
(2) 직접 탐사 : 박○○, 이○○
(3) 조사 내용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전체 모둠원
4. 조사 결과 정리 및 분석
(1) 자료 조사 결과 : 총 두 곳의 ○○사찰, ○○왕릉이 가장 유명하며, 유적
지에 대한 역사적 일화나 정보들이 소개되어 있음.
(2) 직접 탐사 : 생략
(3) 인터뷰 조사 : 유적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함.
5. 소감
우리 동네에 유적지가 많다는 것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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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내용 출처:
중학교 1 국어교
과서. 천재교육

3) 위의 탐사보고서를 평가해 보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논의하여 발표해 봅시다.

평가 기준:

탐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는가?
내용이 알아보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부분은 없는가? 등등

4) 탐사보고서 쓰기의 단계별 내용 요소를 정리해 봅시다.
단계

내용요소

세부내용

1단계

목적 및 주제 정하기

탐사 동기, 목적

2단계

기간과 방법 정하기

3단계

4단계

탐사 결과 정리 및
분석

소감쓰기

기간, 대상, 방법,
모둠원 역할 분담

탐사 결과

느낀 점, 차후 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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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임진왜란 때 침몰된 거북선의 잔해는 어디에 있을까?
거북선의 잔해를 찾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장군의 전투 경로와 결
과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서 거북선의 잔해가 있을 수
있는 탐사 해역을 모둠별로 논의해 보고, 선정하여 발표해 봅시다.
1) 임진왜란의 배경과 원인을 조사하여 써 봅시다.

1592년~1598까지 2차에 걸쳐 조선에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 1차 침입을
임진왜란이라 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과 중국 침략을 위해서

내용 출처:
충무공 이순신
http://www.yi-su
nsin.com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새로운 영토 정복을 위한 침략 전쟁
이라 할 수 있다.

2) 다음은 거북선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거북선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해 봅시다.
이순신이 본영에 있을 때 늘 왜구를 근심하여 새로운 제도에 따라 배를 만
들었다. 배 위를 판자로 덮어 마치 엎드린 거북과 같고, 노를 젓는 자는 그

내용 출처:

안에 있는 여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으며, 좌우 전후로 화포를 많이 싣고

충무공 이순신

종횡으로 적진을 출입하여 마치 베 짜는 북과 같기도 하고 오리 같기도 했

http://www.yi-su

다.”(『再造藩邦志』 )

nsin.com

거북선은 중국, 일본 군선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판옥선이다.
왜군의 돌입전술과 백병전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창안한 군선이다.
거북선은 돌격선으로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것이 주 임무이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화포를 구사했다. 3층 구조로 노 젓고, 활과 포르 쏘는 3행위가
일시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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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장군의 전투 경과를 조사하여 빈칸을 채워 봅시다.
날짜

주요 사건 및 전투

날짜

주요 사건 및 전투

1592년 4월 12일

거북선 완성

1592년 9월 1일

부산포 해전

※ 학습 유의점
임진왜란 때 이
순신 장군과 수군
의

활약에

대한

조사 활동을 통하
1592년 4월 13일

1592년 5월 29일

임진왜란 발생

거북선 처음 참전

1593년 2월 15일~22일

1594년 3월 4일

웅포 해전

당항포 해전

여 학습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활동이

되도

록
1592년 6월 2일

당포 해전

1594년 9월 29일

장문포 해전

1592년 6월 5일

당항포 해전

1594년 10월 1일

영등포 해전

1592년 6월 7일

율포 해전

1594년 10월 4일

제2차 장문포 해전

1592년 7월 8일

견내량 해전

1597년 6월 9일

원균이 이끄는 삼도수군이

~7월 18일

칠천량해전에서 전멸함

1592년 7월 10일

안골포 해전

유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둠원끼리
이해하고

면서 성취감과 도
전의식을

1598년 11월 19일

노량 관음포 해전에서
전사함

서로
협력하
고취시

킬 수 있습니다.

내용 출처:
충무공 이순신
http://www.yi-su
nsin.com

4) 거북선의 잔해를 찾기 위한 탐사 해역을 선정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논의해 봅시다.

삼도수군이 전멸했던 칠천량 전투 해역에 가장 많은 조선 군함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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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거북선 탐사 프로젝트를 위한 탐사 보고서 작성하기
※ 학습 유의점

1) 탐사의 목적 및 주제를 정해 봅시다.

탐사 결과에 대
한

탐사의 목적

기록

중에서

음향측심범에
한

탐사 주제

결과

의

작성을

할 때 수학적 사
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일차방정식

2) 탐사 기간, 위치를 정해 봅시다.

을 활용하여 해저
면의 모양을 그릴

탐사 기간

수
다.

탐사 위치
탐사 방법
모둠원 역할 분담

3) 탐사 성과에 대한 결과로서 심해탐사선의 지형측량기(음향측심기)에 의한 정보를 분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보를 활용하여 해저면의 노출된 이상 물체를 그려 봅시다.
※ 음향측심법이란?
탐사선 밑에서 연속적으로 해저로 초음파를 발사하여 해저에서 반사된 초음파
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해저 면의 깊이를 재는 방법입니다.
(단, 물속에서 음파의 전파속도는 1500m/초입니다.)
(1) 일차방정식을 활용하여 아래표의 빈 칸을 채워 봅시다.
순번

1

2

3

4

5

6

7

8

9

10

0.2

0.1

0.1

0.2

0.05

0.05

0.1

0.2

0.1

0.1

150

75

75

150

37.5

37.5

75

150

75

75

초음파가
되돌아온
시간(초)
해저 면의
깊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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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합니

(2)  축을 초음파를 발사한 순서,  축을 해저면의 깊이로 하여 순서쌍 (  ,  )
에 점을 찍어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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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미션! 학교 탐사를 시작하라!
- 모둠별로 아래 미션을 수행해 보면서 탐사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숙달해 봅시다.

mission

학교의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모둠별로 탐사를 실시하고, 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자.

※ 학습 유의점
앞선 활동을 통해
서 탐사 보고서를

제목

작성하는

방법을

숙달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갖도록 유도

모둠 이름

합니다. 역할 분

(구성원)

담을 통해 모둠원
들을 배려하고 미
션

수행을

통해

도전의식을

갖게

합니다.

탐사 목적

탐사 기간,
방법

탐사 내용
정리 및
분석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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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6~7 차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나갈 수 없을까요?
(우주 엘리베이터)

[교사용]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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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STEAM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나갈 수 없을까요?

1. 주제 개요
가. STEAM 열기
본 차시는 우주엘리베이터(궤도 엘리베이터)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꿈의 신소재
탄소나노튜브를 제안하면서 신소재 개발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공유결합을
통한 다양한 탄소 동소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소나노튜브 개발
을 가정하여 지상에서 우주까지 연결시켜주는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에 대한 구조를
학생 스스로 구상하고 설계해 봄으로써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
히 제한된 재료와 평가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케이블(로프)을 만드
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학적인 접근 또한 경험하도록 하였고, 각 모둠별로 제작한
작품을 여러 가지 힘의 종류 및 힘의 분산과 관련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 원리 또한 이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나. 본시 STEAM 수업의 주요 구성 및 준비물
상황 제시



KARI 연구원인 큰오빠
는 우주엘리베이터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
음. 어느 날 큰오빠가
나에게 질문을 하며 ‘탄
소’ 물질을 조사하고, 우
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모형을 만드는 일에 도
움을 달라고 부탁을 하
는 상황이 제시됨.

▶

내용 융합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동소체)을 생활 속
에서 찾아보고, 전자의
공유(공유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탐색
 실을 탄소나노튜브로 가
정하여 주어진 재료를 활
용하여 조건에 맞는 최적
의 우주엘리베이터의 케
이블 설계 및 제작. 케이
블이 버티는 하중, 작품
의 전체 길이, 작품의 전
체 무게 등의 3가지 요소
를 통해 최고의 케이블의
구조 평가
 모둠별로 만들어진 작품
들을 케이블이 버티는
하중, 작품의 전체 길이,
작품의 무게 등의 3가지
요소를 통해 가장 효율
적이고 최적의 케이블
구조를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통해 선정
 모둠별 작품들이 여러
가지 힘의 종류, 힘의
분산과 관련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논의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
블을 직접 디자인하고
그 구조를 만들어보면서
학생 스스로 우주엘리베
이터 건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학습에 몰입하
게 하도록 함.
 자신이 만든 우주엘리베
이터 케이블 구조에 대
한 평가를 통해 성취감
체험.
 자신의 작품과 다른 학
생들이 만든 작품을 평
가하면서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가지게 됨.
 신소재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효율적인 케이블의
구조를 고민해 보면서,
우주엘리베이터 건설 가
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
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
을 갖게 됨.

새로운 문제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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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상

 (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보상) 모둠 및 개인별
누적 보상

활동순서
1
2

활동명

준비물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전자의 공유
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 발표하기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디자인하고, 그 구조를 만들어
보기

활동지, 필기구,
실(3m),
비너(4개), 줄자,

3

최고의 우주엘리베이터 케이블 구조를 찾아라!

4

내가 만든 우주엘리베이터 케이블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저울, 무게추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특징을 이해하고, 공유결합을 설명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힘의 종류를 이해하고, 힘의 합력과 분산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만들면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 가장 효율적인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설계, 제작하기 위해서 융합적 사고를
활용하여 과학적, 공학적, 예술적 접근을 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탄소 원소의 특징과 구조, 공유결합을 통한 화합물, 여러 가지 힘, 일과 에너지
- 탄소 원소의 특징과 구조의 이해
- 공유결합물질의 모형을 나타내기
- 중력, 장력을 이해하고, 힘의 합력과 분산을 통해 우주엘리베이터 케이블 제작
○ T/E：미래의 제조 기술, 창의적 아이디어의 구상
- 미래의 나노소재기술을 탐구
-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을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 구상
- 우주엘리베이터의 건설을 위해 새로운 소재로서 나노소재 기술의 이해
○ A：우주엘리베이터 구조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한 디자인 활동
○ M : 가장 효율적인 우주엘리베이터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학적 사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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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인간을 지구와 가장 근접한 우주공간으로 이송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우주엘리베이터가
주목받고 있습다.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인 큰오빠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우주엘리
베이터 건설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가끔 연구의 아이디어가 잘 떠
오르지 않을 때마다 나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며 농담 삼아 물어볼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큰오빠는 대뜸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큰오빠 : 민지야, 넌 세상에게 가장 강한 물질이 뭐라고 생각하니?
민지

: 그거야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큰오빠 : 잘 알고 있구나. 연인들이 사랑의 징표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강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런데 연필심이나 연탄도 다이아몬드
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민지

: 정말이요? 에이, 저를 놀리는 것 아니에요?

큰오빠 :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나 연
필심 모두가 ‘탄소’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단다.
이 ‘탄소’라는 물질의 구조에 그 해답이 있어.
민지

: 우아, 정말 신기하다.

큰오빠 : 요새 내가 연구하고 있는 우주엘리베이터의 소재

다이아몬드와 연필심(흑연)

도 바로 ‘탄소’와 관련이 있단다.
민지

: 오빠, ‘탄소’라는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우주까지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려면 엄청난 무게와 외부의 환경 요인을 거뜬히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정말 그런
물질을 지구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또 그런 물질을 찾는다고 해도 케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큰오빠 : 어려운 문제지. 그럼, 민지가 ‘탄소’라는 물질을 조사하고,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을 만
드는 것 좀 도와줄래?
민지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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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자기주도적 학습

•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가장 효율적인 케이
블 구조에 대한 자기주장과 평가

문제발견 및 정의

• 공유결합의 정의에 대한 이해

아이디어 발현

•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고안하고 작품에 대한 평가 요소를
탐색하여 장단점을 정리

학습 방법

• 자료 조사, 설계, 토론과 토의를 통하여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
를 만들고 최고의 우주엘리베이터 케이블 탐색

과정, 활동 중심

• 모둠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함께 가장 효율적인 우주엘리베이
터 케이블 구조를 만들고 평가

다양한 산출물

협력 학습

•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설계하여 직접 만드는 체험

• 역할 분담과 토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협력학습 제고

○ 감성적 체험
몰입

• 문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우주엘리베이터
의 케이블 구조에 대한 해결방법 모색

Hands-on

•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스스로 만들어 보면서 그 구조
에 대한 장단점을 스스로 고민

성취의 경험

• 모둠별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만들고 평가하면서 성취감 경험

감성적
체험
배려

•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의견 존중과 배려하는 이해심을 함양

새로운 도전

• 실제 NASA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주엘리베이터 건설 프로젝트를 알
아보고 관련된 진로를 탐색

자기 평가

• 자기 평가를 통해 각 활동에 대한 자신의 모습 반성하고 확인하는 기회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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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기술, 과학

과목

총차시

2

단원

공유결합을 통한 화합물, 여러 가지 힘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 물질의 구성, 힘과 운동, 일과 에너지>
-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로 구성되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고, 이를 모형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 중력,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가지 힘의 특징을 알고 이들이 주변의 현
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한다.
-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일의 원리를 이해하고, 도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예를 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 / 기술과 발명, 미래의 기술, 수송 기술>
-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행, 평가의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의 과정을 알고, 기본적인
아이디어 구상, 입체 투상법,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 속의 제품
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미래 기술의 동향과 사례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미래
기술의 방향을 설명하며, 미래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교과간 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
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 및 우리나라 전통 수송 기술을 탐색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수송
기술의 개념, 특성, 시스템을 이해하며, 육상, 해상, 우주 항공 분야의 수송 기술의 기초적
원리와 활용 방법을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술 / 표현>
-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학습목표

1. 탄소 동소체의 종류를 알고, 공유결합을 이해할 수 있다.
2.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만들면서 창의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3. 가장 효율적인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 힘의 합력과
분산을 근거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제작활동

및 유의점

※상황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유발
- KARI 연구원인 큰오빠는 우주엘리베이터 건설 프로젝
상황 제시

학습자료

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큰오빠가 나에게 질

분

문을 하며 ‘탄소’ 물질을 조사하고, 우주엘리베이터의

차시

케이블 모형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하
는 상황이 제시됩니다.
- 상황제시를 통해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해
보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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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를 통한 공감입니다. 상
황이 실제 자기에게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유사
경험을 학생이 서로 발표하게
합니다.

- 우주엘리베이터의 구조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공학적
핵심 아이디어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우주엘리베이터의 소재는 무엇이 가장 적당할까요?
- 우주엘리베이터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할까요?
<

감성적체험>

- 학생들이 상황 분석을 하며 학습에 몰입하고 이를 해결
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자기문제화)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1: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찾아 그
구조와 특징들을 알아보자!
1)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
을 조사하기

창의적 설계
문제인식

2)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이 전자의 공유에 의해 만
들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분
차시

<

서 학습에 대한 몰입감과 흥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과
토의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경험을 합니다.

활동 2: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자인하고, 그 구조를 만들어 보기

2) 실(3m), 비너(4개)를 이용하여 최소 20cm 이상(너비
는 제한없음)의 케이블 구조 만들기

실행 작품설계
및 제작
분
차시

<

분자구조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을 탐구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합
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탄
한되어 있으므로 간단히 언급
만하고 깊이 있는 설명은 피합
니다.

디

해결방안 계획 1)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디자인하기
및

전자의 공유에 의해 이루어진

소동소체’라는 용어 사용이 제

감성적체험>

- 탄소동소체를 찾아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창의적 설계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서

※케이블의 구조는 실을 꼬는 방
법, 비너와 케이블의 연결 구조
등에 따라 버틸 수 있는 하중과
전체 무게가 달라짐으로 학생
들이 평가 요소들을 고려하여

감성적체험>

- 우주엘리베이터의 구조를 설계하고 만들어보면서 가
장 효율적인 구조와 개발 가능성에 대해 친구들과 토

창의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유
도합니다.

론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도전 의식을 가집니다.

창의적 설계
지식산출
분
차시

활동 3: 최고의 우주엘리베이터 케이블 구조
를 찾아라!
1) 가장 효율적인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이 되기 위
해 필요한 조건을 발표해 보기
2) 모둠별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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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조건이 정해지면 저울, 줄
자, 무게추를 이용하여 모둠별
로 산출된 작품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평가 요소 예시 :①버틸 수 있는 하중 클수록, ②작
품의 전체 길이가 길수록, ③작품의 무게가 가벼울
수록)
<

감성적체험>

- 최고의 우주엘리베이터 케이블 구조를 여러 조건을
통해 평가해 보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성취
감을 경험합니다. 또한 다른 모둠원들을 배려하고 다
양한 의견 제시 및 수렴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신을 기
릅니다.
활동 4: 내가 만든 우주엘리베이터 케이블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창의적 설계

- 자신이 만든 우주엘리베이터 케이블 구조를 평가해
보면서 장단점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서로의 작품에

지식산출
분
차시

대해 논의해 보기
-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 논의하면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
집니다.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체크리스트)
-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조사 및 발표 활동 평
가

평가 보상
분
차시

-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 설계 및 제작 활동
평가
- 최고의 엘리베이터 구조에 대한 작품 평가
<

력하고 배려하면서 앞선 활동
들을 종합하고 정리할 수 있도
록 하고, 학생들이 최종적인 지
식산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감성적체험>

<

※활동4를 통해서 모둠원끼리 협

감성적체험>

- 서로 간의 평가를 통해 자아효능감을 느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도전의식을
갖습니다.

- 84 -

문제상황의 해결에 대한 성취
의 경험과 자기평가, 동료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와 보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피드백
을 제공받고, 자아효능감을 얻
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평가
에서는 특히 학생, 교사간의 존
중과 배려, 소통의 경험이 중요
합니다.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
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
습니다.

6. 평가 및 보상
■ 평가
가. 교사평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디자인하여 만들어
본 후, 모둠별 평가를 통해 최고의 산출물을 선정하는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
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조사 및 발표

우주엘리베이
터의 케이블
구조 제작

최고의
우주엘리베이
터 케이블
구조 찾기

평가대상
5

(
4

(매우좋음)

(좋음)

평가 대상
3

)
2

1

(보통)

(나쁨)

(매우나쁨)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의 종류와 특징들을 알
맞게 조사하였는가?
발표 태도(목소리, 말의 속도, 시선처리, 자세)
는 좋았는가?
설계 방법과 만들어진 작품이 창의성이 있는
가?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가?
모둠별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가?
내가 만든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
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논리적이
고 설득력있게 설명하는가?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업
을 잘 진행하는가?

정의적 태도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
업에 임하였는가?

나. 동료평가
학생들의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 점수를 모둠별로 반영합니다.

다. 자기평가
자기평가의 Likert 척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보상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 또는 개인에게 상장 및 상품 또는 토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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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내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나갈 수 없을까요?
프롤로그
※ 프롤로그는 학

■ 꿈의 신소재 ‘탄소나노튜브’

생들이 첨단 과학

숯, 흑연, 다이아몬드, 탄소나노튜브 이 네 가지 물질은 구조는 모두 다르지만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해 원통 모양을 이루고 있으면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쌓

NanoTube)가 됩니다. 몸통이 원기둥 형태이면서 양 끝이 둥그스름한데, 1개의

기

탄소 원자가 3개의 다른 탄소 원자와 연속적으로 결합해 겉의 무늬가 마치 육

부분입니다. 학생

각형 벌집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탄소나노튜브는 속이 비어있으며 그 구멍의

들이 글을 읽으며

지름이 1나노미터(nm, 10억분의 1m)정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나노
튜브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도체가 되거나 반도체가 되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으며, 구리에 비해 전기전도율이 1000배 정도 높고,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100배 이상 단단하며 유연합니다. 기존 마이크로미터 탄소섬유는 1%만 변형이
되어도 끊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탄소나노튜브는 15%의 변형에도 끊어지지 않
습니다. 이런 탄소나노튜브의 장점들은 몇 나노미터 정도 크기의 기억소자나
회로, 칩, 탄성이 좋은 터치패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탄

위해

필요한

많은 지식과 질문
을 얻을 수 있도
록 지도합니다.
※ 학습 유의점
신소재로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

소나노튜브는 1991년 11월 일본의 전자회사 NEC의 연구원이었던 이지마 수미

을 본 자료를 통

오 박사가 다른 물질을 합성하던 중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흑연 전극에 붙어

해 해소하고, 신

있는 미확인 검댕을 발견하였는데 그 검댕이가 탄소나노튜브였습니다. 그로부

소재의 개발이 인

터 20년간 국내외 과학자들은 반도체 소자에서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탄소
나노튜브를 다양한 용도에 응용하려고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류의 삶속에서 얼
마나 위대한 영향
을 미치는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합
니다.

■ 탄소나노튜브의 상용화의 문제점
탄소나노튜브는 처음 개발되어 가장 각광받는 나노기술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금보다 30배쯤 비싼 가격으로 경제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
내 삼성종합기술원이 상온에서 간편하게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
발한 덕분에 생산 단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탄소나노튜브를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일입니다. 머리카
락 굵기의 5만분의 1밖에 안 되는 탄소나노튜브를 정확하게 자르는 일은 상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 브라운대학의 공과대학 연구팀이 최초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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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월간중앙

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원하는 크기의 지름으로 정밀하게 자르고, 또한 그 절삭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탄소나노튜브의 절
삭 문제 또한 해결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에 파고든 탄소나노튜브
탄소나노튜브가 개발된 지 20년이 넘어서는 현재는 그 연구와 상용화가 매우
활발합니다. 기능성 탄소나노튜브 섬유 개발로 인하여 날씨에 따라 따듯하고
시원한 기능성 옷을 사람들이 입게 되고 에어컨이나 히터가 필요 없게 되면서
연료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의 일부가 화면이 되고 트랜지스
터가 되면서 필요에 따라 TV처럼 볼 수 있고, 초고밀도 반도체나 의약품 연구,
자동차, 에너지, 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매력적인 활용 소재가 될 가능
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응용 분야 이외에 실용화된 탄소나노튜브는 투명전극필름이 대표적
입니다.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탄소나노튜브를 용액화
해 만든 제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플라스틱 제품에 탄소나노튜브를 균일
하게 섞어 복합체를 만들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소재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니다.

■ 나노소재 : 풀러렌,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1985년 발견된 풀러렌(fullerene), 1991년 발견된 탄소나노튜브, 2004년 개발
된 그래핀은 탄소로 만든 소재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탄소나노튜브를 제외하고
는 두 연구 모두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풀러렌은 탄소원자 60개가 축구공처럼 결합돼 있는 분자로 미국 라이스대학
화학과 리처드 스몰리 교수 팀이 발견했습니다. 이 업적으로 1996년 노벨화학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통 축구공의 지름이 0.3m이라면 풀러렌은 0.7nm이므
로 축구공의 1억 배 쯤 축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이 물질은 고열, 고압력
을 견딜 정도로 매우 안정된 구조입니다. 이런 풀러렌의 사용에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스포츠용품입니다. 속이 빈 풀러렌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가벼우면
서 매우 단단합니다. 따라서 야구배트, 골프채, 테니스라켓 개발에 매우 큰 도
움을 줄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그래핀은 앞선 풀러렌, 탄소나노튜브 보다는 더 막강한
특성들을 지닙니다. 그래핀은 흑연의 구성물질로 탄소 원자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평면 형태의 앏은 막 구조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얇은 물질로서 영국 맨
체스터대학 물리학과 안드레 가임 교수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가 흑연에
서 분리하는데 성공하면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탄소나노튜브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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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기적 성질이 바뀌지만 그래핀은 늘리거나 접어도 전
기전도성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두루마리 컴퓨터,
접이식 전자총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제시
인간을 지구와 가장 근접한 우주공간으로 이송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써 우주엘리베이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
인 큰오빠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우주엘리베이터 건설을 위한 다양한 연
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가끔 연구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
을 때마다 나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며 농담 삼아 물어볼 때가 많았
다. 어느 날 큰오빠는 대뜸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큰오빠 : 민지야, 넌 세상에게 가장 강한 물질이 뭐라고 생각하니?
민지 : 그거야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큰오빠 : 잘 알고 있구나. 연인들이 사랑의 징표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
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강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런
데 연필심이나 연탄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민지 : 정말이요? 에이, 저를 놀리는 것 아니에요?
큰오빠 :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나 연필심 모두가 ‘탄소’
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단다. 이 ‘탄소’라는 물질의 구조에 그 해답이 있어.
민지 : 우아, 정말 신기하다.
큰오빠 : 요새 내가 연구하고 있는 우주엘리베이터의 소재도 바로 ‘탄소’와 관

gettyimages

련이 있단다.
민지

사진 출처:

: 오빠, ‘탄소’라는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우

주까지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려면 엄청난 무게와 외부의 환경요인을 거뜬히 버
틸 수 있어야 하는데 정말 그런 물질을 지구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또 그
런 물질을 찾는다고 해도 케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큰오빠 : 어려운 문제지. 그럼, 민지가 ‘탄소’라는 물질을 조사하고, 우주엘리베
이터의 케이블을 만드는 것 좀 도와줄래?
민지 : 네!

다이아몬드와 연필심(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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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내용
■ (활동)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찾아 그 구조와 특징
들을 알아보자!
1)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 보고, 그 구조를 탐구하여 분자구조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탄소로
이루어진

분자구조

특징

물질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서 전자
의

공유에

이루어진

의해
분자구

조를 살펴보게 함

경도가 가장 우수, 광채가 뛰어나
다아이몬드

※ 학습 유의점

서 고가임.
밀도가 높고, 고압력에 매우 안정
적임

으로써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을 탐
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

다.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탄소동
소체’라는 용어는

숯

결정성 구조를 갖지 않음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언급만하고

간단히
깊이

있는 설명은 피합

보통압력에서는 가장 안정적임.
흑연

2차원적인 평면 구조로 무르고,
쉽게 부서짐. 전기가 잘 통함.

니다.
사진 출처:
(CC)mstroeck at
Wikipedia.org

그래핀

흑연의 탄소 원자층 1층을 분리
한 것.
내용 출처:

탄소나노튜브

매우 안정적인 구조로, 고온 고압

위키백과

을 잘 견딤. 전기전도도가 뛰어남

출처의 내용을 각
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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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나 모양과 성질이 다른 하나의 원소로 된 물질을 동
소체라고 합니다. 위의 탄소동소체들은 탄소 원자들끼리 어떻게 결합을 하
고 있는 설명해 봅시다.

탄소 원소들이 18족 원소처럼 최외각전자가 8개로 이루어진 안정한 상태의
전자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같은 수의 전자를 내놓아 서로 공유하여
결합하고 있다.
탄소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핀은 다이아몬
드보다 2배 이상 강하며 강철보다는 200이상 강
합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이지만 그래핀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사진 출처:

물질로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전도도가 좋은

위키백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탄소 덩어리는 1991
년 발견된 이후 나노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
는 신소재이며, 우주엘리베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그래핀이 튜브형태로 말려있는 탄소나노튜
브가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탄소나노튜브의 분자구조

그렇다면, 이제 탄소나노튜브를 가지고 만든 섬유를 이용하여 우주엘리베이터
에 가장 적합한 케이블 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 (활동)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디자인하고, 그 구

조를 만들어 보기
1)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디자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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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제시된 재료들을 활용하여 제한 조건에 맞는 최적의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재료

제한 조건

실(3m), 비너(4개), 가위, 접착제
케이블 구조의 전체 길이 : 최소 20cm이상(너비는 제한 없음)
케이블의 직경 : 0.5cm 이하
※ 학습 유의점
케이블의 구조는

■ (활동) 최고의 우주엘리베이터 케이블 구조를 찾아라!
1) 가장 효율적인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발표해 봅시다.

실을 꼬는 방법,
비너와
연결

평가

② 작품의 전체 길이가 길수록

조건

③ 작품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등등…

구조
하중과

무게가

로 학생들이 평가
요소들을

고려하

여 창의적 설계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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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달라짐으

가능하도록

이유 :

등에

따라 버틸 수 있
는

① 버틸 수 있는 하중이 클수록

케이블의

유도

2) 모둠별 우주엘리베이터의 케이블 구조를 평가하여 최고의 케이블 구조를
선정해 봅시다.
모둠

평가 조건1

평가 조건2

평가 조건3

※ 학습 유의점
평가 조건이 정
해지면 저울, 줄
자, 무게추를 이
용하여

모둠별로

산출된 작품에 대
한 평가가 객관적
이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합니다.

■ (활동) 내가 만든 우주엘리베이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자신이 만든 우주엘리베이터 케이블의 구조를 평가해 보면서, 그에 대한 장단
점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도 논의해 봅시다.

※ 학습 유의점
활동를

장점 :

통해서

모둠원끼리
하고

단점 :

협력

배려하면서

앞선 활동들을 종
합하고 정리할 수

근거 :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이

최종적

인 지식산출이 이
루어짐과

동시에

문제 상황의 해결
에

대한

경험과

성취의
자기

평

가, 동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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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8~9 차시
우주항해를 위해 태양 돛을 올려라!
태양돛(Solar Sail)(Ⅰ)

[교사용]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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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STEAM

우주항해를 위해
태양 돛(Solar Sail)을 올려라! (1)

1. 주제 개요
가. STEAM 열기
본 차시는 우주항공의 새로운 탈 것으로서 태양풍을 동력으로 하는 태양 돛(Solar Sail)
을 단 우주범선을 소개하고, 빛의 입자인 ‘광자’가 태양 돛에 부딪히면서 작용ㆍ반작용의
물리적 법칙에 의해 앞으로 나아감을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학생 스스로 태양 돛의 디자인과 구조를 제작해 보면서 과학ㆍ기술공학ㆍ예술분야
의 융합적인 사고를 함양함과 동시에 창의성까지 기를 수 있다. 또한 모둠별로 제작한
우주범선 레이스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흥미를 이끌어 냅니다.

나. 본시 STEAM 수업의 주요 구성 및 준비물
상황 제시

 한 교사가 우주탐사에
대한 과학(기술) 수업을
하던 중 17세기 초
(1610년) 독일의 천문학
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갈릴레이에게 보내 준
편지의 이야기를 한다.
편지에서 케플러는 큰
거울로 우주범선을 만
들면 우주여행이 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 평소
우주비행사가 꿈이었던 철
수는 이를 보고 고민에 빠
진다. 그리고 며칠 전 재
미있게 읽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파피
용』에서 인간에 의해 황
폐해진 지구를 떠나 14
만 4000명을 실은 우주
범선이 새로운 지구
‘JW103603'을 향해 1000
년 간 항해한다는 내용
을 기억해낸다.

▶

내용 융합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케플러가 갈릴레이에게
보낸 편지에 그렸던 우
주범선을 학생들이 창의
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리기
 태양빛에도 밀고 누르는
힘(광압)이 있다는 증거
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모둠별로 논의
 광자가 우주범선의 돛
(태양 돛, Solar Sail)을
밀어내면서 범선이 앞으
로 나아감을 이해하면서
힘의 상호작용과 마찰력
(공기저항)에 대해 학습
하고,모둠별로 제한된
크기의 셀로판지를 활용
하여 태양 돛을 만들기
 모둠별로 제작한 태양
돛을 단 우주범선으로
레이스 토너먼트를 실시
(레이스는 태양광 대신
선풍기 바람을 이용).
 힘의 상호작용과 마찰을
고려하여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태양 돛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하기

 400년 전에 있었던
두 과학자의 역사적
인 사건을 알고 우주
범선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학생들이 직접 우주
범선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아
이디어를 발현
 광압에 대한 증거와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의 태양 돛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정리
하고 평가하는 기회
 태양 돛의 형태에 대
한 논의 과정을 통해
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
려하는 태도 형성

새로운 문제에 도전

- 94 -

▶

평가/보상

 (평가) 체크리스트 평
가
 (보상) 모둠 및 개인
별 누적 보상

활동순서

활동명

1

케플러가 갈릴레이에게 보낸 편지 속의 우주범선 상상하기

2

태양빛에도 밀고 누르는 힘(광압)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3

우주범선이 움직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4

나만의 창의적인 태양 돛을 제작해보자!

5

태양 돛을 단 우주범선 레이스 토너먼트 대회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셀로판지, 철사,
접착제, 스탠드,
선풍기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우주범선의 이동 원리를 탐구하면서 마찰력, 힘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태양돛을 만들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 태양돛을 제작하고 과제 수행을 통해서 소통과 협력을 체험하고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 우주항공 교통수단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융합적 사고를 활용하여 과학적, 공학
적, 예술적 접근을 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마찰력(공기저항), 힘의 상호작용(작용ㆍ반작용의 법칙), 우주 탐사의 역사와 미래 계획
○ T/E：태양 돛을 이용한 우주범선 개발
- 새로운 개념의 우주범선을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상
○ A：태양돛을 단 우주범선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한 디자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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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교사 : 자,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하네스 케
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두 과학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철수 :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교사 : 케플러는 17세기 초 독일의 천문학자이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대표
적인 천문학자에요. 이 두 과학자는 동시대에 천문학계를 주름잡았던 선의의 경쟁
자이면서 전설적인 위대한 과학자들이랍니다. 특히 두 과학자들은 서로의 저서를
읽고 서로에게 감동해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버틸 배나 돛이 있다면 텅 빈 우주를 겁 없이 항해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거울 돛으로 태양풍을 받아 움직이는 우주범선을 그려 보냅니다.

위의 내용은 케플러가 혜성을 관찰하면서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무려 400년 전에
우주범선을 상상했다니 정말 신기한 것 같지 않나요?
철수 : 우아, 저도 우주비행을 하는 게 꿈인데 정말 우주범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파피용』에서도 우주범선이 나
왔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도대체 우주범선을 어떻게 상상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숨겨진 과학적 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교사 : 철수가 우주범선에 대해 매우 관심 있어 하는군요. 그럼, 직접 우주범선의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밝혀보고,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철수 : 네, 선생님.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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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자기주도적 학습

• 우주범선의 설계 및 제작, 그 속에 담긴 원리 탐구 등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기술적, 과학적 개념을 학습

문제발견 및 정의

• 태양풍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태양 돛 제작

아이디어 발현
창의적
설계

• 역사적 일화 속의 우주범선을 그리고, 나만의 창의적인 태양 돛 제작

학습 방법

• 자료 조사, 분석, 논의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태양 돛을 제작하고, 레이스
토너먼트를 통해 자신이 만든 작품의 장단점과 원리 정리

과정, 활동 중심

• 모둠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태양 돛을 제작하고, 최고의 레이스를 펼
치기 위해 논의해 가는 과정을 계획,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양한 산출물
협력 학습

• 역사적 일화 속의 우주범선 그림, 광압에 대한 증거, 모둠별로 제작한 태양 돛
• 역할 분담과 토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협력학습 제고

○ 감성적 체험
몰입

Hands-on

• 태양 돛을 제작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동기부여
• 태양 돛을 직접 설계하고, 해결 방법과 발생될 문제점을 스스로 고민

성취의 경험

• 설계 및 제작에서부터 레이스 경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경험

배려

• 태양 돛을 만드는 과정과 장단점을 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과 배려
하는 이해심 함양

새로운 도전

• 미국과 일본에서의 태양 돛 실험 결과들을 살펴보고, 태양 돛을 단 우주범
선의 개발 가능성을 생각해 보며, 우주범선과 관련된 각종 과학 기술적 개
념들을 자세히 탐구

자기 평가

• 자기 평가를 통해 우주엘리베이터 건설에 대한 찬반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
성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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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과목

기술, 과학

총차시

2

단원

마찰력, 힘의 상호작용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 힘과 운동, 외권과 우주개발>
- 중력,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가지 힘의 특징을 알고, 이들이 주변
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한다.
-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고 알짜 힘을 안다.
- 인류의 우주 개발과 우주 탐사의 역사를 알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 미래의 기술, 아이디어의 구상, 수송 기술>
-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행, 평가의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의 과정을 알고, 기본
적인 아이디어 구상, 입체 투상법,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
속 제품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미래 기술의 동향과 사례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미래 기술의 방향을 설명하며, 미래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교과간 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 및 우리나라 전통 수송 기술을 탐색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수송 기술의 개념, 특성, 시스템을 이해하며, 육상, 해상, 우주 항공 분야의 수송 기
술의 기초적 원리와 활용 방법을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설명할 수 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술 / 표현>
-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학습목표

1. 역사적 일화 속에 우주범선을 디자인하고, 태양 돛을 만들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2. 우주범선의 이동 원리를 탐구하면서 마찰력, 힘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흐름

상황 제시
분
차시

문제제시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기유발
- 17세기 초(1610년)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
러가 갈릴레이에게 보낸 편지에 소개된 우주범선에
대한 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한 소설에서 읽었던 태
※상황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양 돛을 이용한 우주범선을 떠올리고 고민에 빠지게
은 내면화를 통한 공감입니다.
되는 상황을 제시.
상황이 실제 자기에게 일어날
- 상황제시를 통해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
해보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합
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도
니다.
전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새로운 교통수단의 과학적, 기술공학적 핵심 아이디
어는 무엇일까요?
- 태양돛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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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체험>

- 학생들이 상황 분석을 하며 학습에 몰입하고 이를 해
결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자기문제화)과 성취감을 얻
고자 하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다.
활동 1: 케플러가 갈릴레이에게 보낸 편지 속
의 우주범선 상상하기
1) 우주범선을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나타내기
2) 우주범선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써보고 발표해 보
※자신의 상상도를 발표하면서
기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활동 2: 태양빛에도 밀고 누르는 힘(광압)이 있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마음을 갖는 감성적 체험이 이
1) 광압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기
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광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실험사례 소개(톰슨
의 음극선 입자성 확인 실험)
창의적 설계
※양자역학, 특히 광자, 광압은 중
문제인식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
활동 3: 우주범선이 움직일 수 있는 원리는 무
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여 살펴
아이디어 탐색
엇일까?
봅니다. 우주범선이 움직일 때
분
1) 마찰력의 특징(힘의 크기, 힘의 방향)을 알아보고,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과 힘의
차시
주변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
상호작용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기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힘의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여러
힘의 합력에 의해 물체의 운동이 좌우됨을 이해하기
※학생 스스로 마찰력의 개념과
3) 우주범선이 움직이는 원리를 광압, 마찰력, 힘의 상
힘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호작용을 고려하여 설명해 보기
우주범선의 이동 원리를 정리
< 감성적체험>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토의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경험을 할 수 있
습니다.
활동 4: 나만의 창의적인 태양 돛을 제작해 보 ※태양돛의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
자!
고 효율적인 태양돛 개발에 대
창의적 설계
1) 태양풍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태양 돛
한 의견을 친구들과 논의하면서
해결방안 계획
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
서로를 배려하고 협의해 갈 수
및 실행
기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논의
분
2) 모둠별로 창의적인 태양 돛을 제작해 보기
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교
차시
사의 발문과 Tip를 제공하여 학
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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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체험>

- 태양돛을 단 우주범선의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가
장 효율적인 태양 돛을 개발하기 위해 친구들과 토론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수렴
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신을 기릅니다.

창의적 설계
지식산출
분
차시

평가 보상
분
차시

습니다.

활동 5: 태양 돛을 단 우주범선 레이스 토너먼 ※태양 돛을 단 우주범선 레이스
트 대회
에서 레일의 형태는 직선 뿐 아
1) 스탠드를 이용하여 두 개의 레일(철사 이용)을 설치
니라 굴곡이 있는 곡선 형태도
하고, 모둠별로 제작한 태양 돛을 고정하여 레이스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실시(태양풍을 대신 선풍기 바람을 이용함)
이 새로운 탈 것에 대한 방향조
2) 태양 돛을 단 우주범선 레이스 토너먼트를 통해 자
절 메커니즘을 고려해 보고 창
신이 제작한 태양 돛의 장단점을 힘의 작용과 관련하
의성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여 정리해 보기
질 수 있습니다.
<

감성적체험>
- 토너먼트대회를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성 ※학생들의 수행 수준에 따라 레
일이 아닌 바닥에서 태양 돛에
취감을 경험합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장단점
바퀴를 달아 레이스를 펼칠 수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세
도 있습니다.
를 기릅니다.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체크리스트)
- 캐플러의 편지 속의 우주범선 디자인 활동 평가
- 우주범선의 움직이는 원리 탐구 활동 평가
- 태양 돛 제작 및 레이스 토너먼트 결과물 평가
<

감성적체험>

- 서로 간의 평가를 통해 자아효능감을 느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도전 의식
을 갖습니다.

- 100 -

※평가와 보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피드백
을 제공받고, 자아효능감을 얻
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평가
에서는 특히 학생, 교사간의 존
중과 배려, 소통의 경험이 중요
합니다.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
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
습니다.

6. 평가 및 보상
■ 평가
가. 교사평가
케플러의 편지에 소개된 우주범선을 그려 보고, 광압에 대한 증거와 우주범선의 원리를 발표하며,
창의적인 태양 돛을 제작하여 레이스를 펼치는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평가대상

케플러의
편지 속의
우주범선

우주범선을 설명할 때 탈 것의 3가지 요소(메
커니즘, 에너지원, 제어)를 만족하고 있는가?

우주범선이
움직이는
원리

광압에 대한 증거가 적절한가?

5

(
4

(매우좋음)

(좋음)

평가 대상
3

)
2

1

(보통)

(나쁨)

(매우나쁨)

우주범선의 디자인에 창의성이 있는가?

우주범선이 움직이는 원리를 제대로 이
해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만들어진 작품이 창의성이 있는가?

태양 돛 제작
및 레이스
토너먼트

태양풍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 필요한 조건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우주범선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었는가?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
업을 잘 진행하는가?

정의적 태도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
업에 임하였는가?

나. 동료평가
학생들의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 점수를 모둠별로 반영합니다.

다. 자기평가
자기평가의 Likert 척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보상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 또는 개인에게 상장 및 상품 또는 토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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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내용

우주항해를 위해 태양 돛(Solar Sail)을 올려라!(1)
프롤로그

※ 프롤로그는 학
생들이 첨단 과학
을 이용한 제품에

■ 돛을 단 위성 나노세일-D

대한

특이한 형태만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나노세일-D는 2010년 11월 미합중우주
국(NASA)에 의해 알래스카 코디악 섬에서 FASTSAT(Fast Affordable Science
and Technology Satellite)라는 과학 위성에 포함되어 우주로 발사된 실험장치
중 하나입니다. 나노세일-D의 돛은 한 변이 10m에 하는 정사각형 모양이며,
특수폴리머 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면적은 넓지만 두께가 머리카락보다 얇기
때문에 무게는 수 그램밖에 나가지 않으며, 인공위성의 전체의 질량도 4kg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하지만 가벼운 돛은 나노세일-D가 맡은 임무와 관련이 깊
습니다. 나노세일-D의 주요 임무는 우주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주
쓰레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은 발사체에 실려 우주
공간으로 보내진 뒤, 궤도에 올라 각종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은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
가 됩니다. 기존에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들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공위성이 발사되기
때문에 지구 상공은 폐 인공위성과 파편
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와중에 나사는 나
노세일-D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
NASA의 소형 위성 Nanosail-D
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인공위성들은
궤도에 오른 후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노세일-D는 자신의 궤도를 수정함으로써 우주쓰레
기가 되지 않고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불에 타 없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는 그 위성만이 가지고 있는 ‘태양 돛’ 때문입니다. 돛이 작동하는 원리는 바로
빛의 입자로 알려진 ‘광자’에 있다. 광자는 질량은 없지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
다. 빛이 물체에 닿을 때, 광자가 물체 표면에 부딪히면서 압력을 발생시키며,
이를 ‘광압(복사압)’이라 합니다. 나노세일-D의 돛은 복사압을 조정함으로써 궤
도를 수정합니다. 실제로 2011년 9월 17일, 나노세일-D는 240일간의 비행을
마치고 스스로 지구 대기에 진입해 불타 사라졌습니다. NASA의 연구진들은 최
근 태양 활동의 증가로 인해 돛이 받는 광압을 증가시킴으로써 나노세일-D의
궤도를 수정하고 지구로 귀환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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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식

및 문제해결을 위
한 새로운 지식을
쌓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생
들이 글을 읽으며
많은 지식과 질문
을 얻을 수 있도
록 지도합니다.
※ 학습 유의점
학생들이 태양 돛
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 연구의 예를
살펴보면서 학습
에 몰입하게 하
고, 자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우주공학에 대한
흥미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범선의 종류는 학
생들이 태양 돛의
형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합
니다.
내용 출처:
사이언즈타임즈
사진 출처:
NASA

■ 범선의 종류
1) 범선이란?
범선은 돛을 단 배, 돛단배 또는 돛배라고 하며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선
박을 일컫습니다. 돛이 달린 배를 총칭하기 때문에 삼각돛을 단 요트(Yacht)도
범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돛(Sail)은 바람을 받아 배를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내용 사진 출처:
http://tallshipfe

하고, 돛대(Mast)는 배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나무막대를 말합니다. 또 활대

stival.co.kr/

(Yard)는 돛대에 가로로 걸어 돛을 매다는 긴 나무막대를 의미합니다.

(2012여수EXPO
범선축제홈페이
지)

2) 범선의 종류
범선은 설치된 돛과 돛대의 수에 따라 횡범선(Squre rig), 종범선(Fore and
afting), 횡종범선으로 분류됩니다.

※ 학습 유의점
태양풍으로

우주

를 항해하는 범선

(1) 횡범선
횡범선은 돛대와 활대를 똑같은 길이로 선체와 직각으로 건너지르고, 이것에

과 바람의 힘으로
바다위를

항해하

사각의 돛을 단 선박을 말합니다. 순풍에 유리한 방식이며 대형선박에 많이 쓰

는

인다. Ship형, Bring형이 있습니다

적, 기술적 원리

범선은

과학

에 차이가 있습니
다. 따라서 본 자
료를 학생들이 읽
을 때 그 차이점
을 명시해줄 필요
가 있습니다.

Brig형

Ship형

(2) 종범선
종범선은 돛대의 후방에 활대를 붙이고, 이
것에 사각 또는 삼각의 종범을 답니다. 역풍
에 유리한 방식이며 소형선박에 많이 이용됩
니다. Schooner형이 대표적입니다. 횡범선은
돛을 조작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비
해, 종범선은 비교적 적은 사람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횡종범선은 횡
범선과 종범선의 절충형이고, 오늘날 유람

Schooner형

또는 경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트는 거의 종범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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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교사 : 자,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두 과학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철수 :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교사 : 케플러는 17세기 초 독일의 천문학자이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
아에 대표적인 천문학자에요. 이 두 과학자는 동시대에 천문학계를 주름
잡았던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전설적인 위대한 과학자들이랍니다. 특히
두 과학자들은 서로의 저서를 읽고 서로에게 감동해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있습니다.

※ 학습 유의점
상황제시를 통해
서 학생들이 서신
에 그려보낸 우주
범선을

상상하여

그려볼 수 있도록

거센 바람을 버틸 배나 돛이 있다면 텅 빈 우주를 겁 없이 항
해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거울 돛으로 태양풍을 받아 움직이는
우주범선을 그려 보냅니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유도
수업에

대한 몰입과 문제
상황에 대한 자기

위의 내용은 케플러가 혜성을 관찰하면서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무려
400년 전에 우주범선을 상상했다니 정말 신기한 것 같지 않나요?
철수 : 우아, 저도 우주비행을 하는 게 꿈인데 정말 우주범선을 만들 수 있을
까요? 저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파
피용』에서도 우주범선이 나왔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도대체 우주범선
을 어떻게 상상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숨겨진 과학적 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교사 : 철수가 우주범선에 대해 매우 관심 있어 하는군요. 그럼, 직접 우주범
선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밝혀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철수 : 네, 선생님.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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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화가

이루질

수 있습니다.

활동과 내용
■ (활동) 케플러가 갈릴레이에게 보내 편지 속의 우주범선
상상하기
1)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우주범선을 상상해 보고,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 학습 유의점
자신의

상상도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

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
음을 가질 수 있
도록 유도합니다.

2) 위와 같이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한 설명을 써 보고,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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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태양빛에도 밀고 누르는 힘(광압)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태양빛에도 밀고 누르는 힘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예를 찾아 조사해 봅시다.
증거
1

혜성의 꼬리

2

톰슨의 음극성 실험

증거 선정 이유

혜성의 꼬리가 태양의 반대
편으로 날리기 때문
바람개비에

음극선

입자가

부딪히면서 움직이기 때문

■ (활동) 우주범선이 움직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마찰력의 방향

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여 움직이려고 할 때,
또는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
물체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마찰력의 크기에

접촉면의 재질이나 상태(거칠기), 접촉면 사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생활 속의 마찰력

양자역학 특히 광
자, 광압은 중학

1) 마찰력
마찰력의 정의

※ 학습 유의점

미끄러지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방향을 바꾸거
나, 물건을 잡을 수 있음

유사하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는 눈에 보이는 접촉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

교 교육과정을 벗
어나기 때문에 간
단히 언급하여 살
펴보고, 우주범선
이 움직일 때 작
용하는 여러 가지
힘과 힘의 상호작
용에 대해서 자세
히 탐구할 수 있
도록 유도합니다.

찰력이 존재합니다. 공기 또는 물속에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
로 힘을 받는데, 이를 마찰력 또는 마찰저항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유선형으로
만들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은 마찰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내용 사진 출처:
천재교육 중1 과
학교과서

2) 힘의 상호 작용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물체 B도 물체 A에 크기가 같고 방
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합니다. 두 물체 사이의 상호 작용은 항상 같은 종류의
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접촉하는 물체끼리의 상호 작용은 접촉하는 면을 통해
서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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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범선이 우주에서 앞으로 나간다고 가정할 때, 돛에 작용하는 광압,
마찰력 등을 표시하고, 우주범선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해 봅시다.

사진출처:
천재교육 중1 과
학교과서

※ 학습 유의점
학생스스로가 마

←(진행방향)

찰력의 개념과 힘
의 상호작용을 이

우주에는 무중력 무저항 상태이므로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돛에
태양빛이 부딪히면서 광자는 우주범선이

해함으로써

우주

범선의 이동 원리
를 정리할 수 있
도록 유도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고 우주범선은 앞으로 나감

■ (활동) 나만의 창의적인 태양 돛을 제작해 보자!

※ 학습 유의점
학생들이 우주범

1) 태양풍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태양 돛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선에 작용되는 힘

조건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과

운동의

특성

등을 탐구해 보면

① 면적을 크게

서 태양풍을 가장

조건 ② 최대한 가볍게

효율적으로

등등

이용

할 수 있는 태양
돛을

이유 :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다양한 조건을 고
려하면서

태양돛

을 제작할 수 있
도록 유도합니다.

2) 모둠별로 셀로판지(5장), 철사, 접착제를 이용하여 케플러의 편지에 등장했던
우주범선의 태양 돛을 만들어 봅시다(단, 태양풍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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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태양 돛을 단 우주범선 레이스 토너먼트 대회
1) 양쪽에 스탠드를 세우고 철사를 이용하여 레일을 연결하고, 모둠별 2팀씩
레일 위에 자신의 조가 만든 태양 돛을 올려 놓고 선풍기 바람을 이용하여 레
이스를 펼쳐 봅시다.

※ 학습 유의점
태양 돛을 단 우
주범선

레이스에

서 레일의 형태는
직선

뿐

아니라

굴곡이 있는 곡선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
생들이 새로운 탈
것에

대한

방향

조절

메커니즘을

고려해 보고 창의
성 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우주범선 레이스를 통해 자신이 제작한 태양 돛의 장단점을 힘의 작용과 관
련하여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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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0 차시
우주항해를 위해 태양 돛을 올려라! (Ⅱ)
태양돛(Solar Sail)

[교사용]
[교사용]

- 109 -

중학교
STEAM

우주항해를 위해
태양 돛(Solar Sail)을 올려라! (2)

1. 주제 개요
가. STEAM 열기
본 차시는 태양 돛(Solar Sail)을 단 우주범선이 광압에 의해 가속이 될 때, 범선의 속력,
시간, 이동 거리를 수학적인 사고를 통해 탐구해 보면서 함수    (  ≠  )를 학습하는
내용(함수 그래프의 특징, 기울기 의 특징)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함수적 사고를 활용하
여 우주범선의 가속된 속력을 예측하거나 로켓과 우주범선간의 이동 거리를 비교하고 두
발사체가 다른 행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우주범선을
이용한 우주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창의적인 지식 산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나. 본시 STEAM 수업의 주요 구성 및 준비물
상황 제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
르를 좋아하는 한 학
생이 그의 인터뷰 기
사를 보고 우주범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됨. 그의 소설 ‘파피
용’에 나오는 우주범
선이 실제로 엄청난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행성을 여행
할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밝혀보고 싶
은 상황을 제시

▶

내용 융합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일본의 우주범선(이카로스
IKAROS)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가속도에
대한 시간( ), 속력( )에
관한 변화표를 채우고,
( , ) 순서쌍을 좌표평
면 상에 나타내면서 함수
의 그래프 완성하기.  ,
변화표와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함수식을 구하고, 시
간에 따른 우주범선의 속
력을 구하면서 함숫값을
이해
 제시된 우주범선과 로켓
의 속력을 이용하여 시간
( ), 이동거리( )에 관
한 변화표를 채우고, 그
순서쌍을 좌표평면 상에
나타내면서 함수의 그래
프를 완성하고,  , 변
화표와 함수 그래프를 통
해서 각각의 함수식을 구
하기. 함수    에
서 값과 함수 그래프
사이의 특징을 찾아 정리
하기. 태양계 행성의 특
성을 살펴보고, 모둠별로
로켓과 우주범선이 태양
계의 여러 행성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함수식
을 이용하여 구하기
 우주범선의 개발 가능성
에 대한 토론

 일본의 우주범선 실험
을 통해서 학생 스스
로 함수 그래프를 그
려보고 함수 학습에
대한 흥미, 동기 유발
 함수적 사고를 통해
로켓과 우주범선이 다
른 행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
보면서 함수의 활용
문제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함수적 사고의
가치에 대해 인식
 모둠별 활동 결과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
해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
경험

새로운 문제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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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상

 (평가) 체크리스트 평
가
 (보상) 모둠 및 개인
별 누적 보상

활동순서

활동명

1

우주범선은 엄청난 속력에 도달할 수 있을까?

2

로켓과 우주범선이 다른 행성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3

태양계 행성 탐사를 위한 태양 돛을 단 우주 범선의 개발 가능성 토론하기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일본의 우주범선인 이카로스 실험 결과를 표, 식,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 함수를 활용하여 우주범선과 로켓의 속력을 비교하면서    에서 값에 따른 그
래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함수를 활용하여 로켓과 우주범선의 시간, 속력, 이동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우주범선의 개발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면서 수학적 지식 및 수학적 사고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융합적 사고를 활용하여 과학적, 공학적, 수학적 접근을 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태양계의 행성의 특성 탐구
○ T/E：미래 사회의 교통 분야의 다양한 기술 탐구
○ M：함수 그래프, 함수의 활용
- 함수의 그래프, 표, 함수식을 활용하여 우주범선의 시간, 속력, 거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
- 근삿값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복잡한 수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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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기발
한 상상력과 독특한 소재의 책을 많이 쓴 그는 국내에서 소
설『개미』로도 유명합니다. 어느 날, 그가 국내의 한 기업체와
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업에게 바라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
을 받고, 매우 독특한 대답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
다.
“○○ 기업이 제가 쓴 소설 ‘파피용’에 나오는 우주범선을 만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주선은 길이만 32km에 이르고
사람을 14만 4000명 태울 수 있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노아
의 방주가 그랬듯이 그 우주선은 미래의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첨단과학
기술이 인류를 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베르베르는 언제가 다른 행성에 인류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 우주정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
고 믿고 있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파괴와 인구의 증가는 결국 지구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읽었던 그의 소설에서 우주범선 ‘파피용’이 태양
돛을 달고 광압에 의해 가속되어 시속 250만km로 항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읽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인터뷰 내용과 책에 있던 소재들이 단순히 상상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 돛을 단 우주
범선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실제로 우주범선이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개발된 로켓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
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개발이 된다면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을 여행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낱낱이 밝
혀보고 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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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자기주도적 학습

• 이카로스 실험에서 우주범선의 속력, 이동거리, 다른 행성까지 가는데 걸리
는 시간 등을 스스로 탐구하며 해결

문제발견 및 정의

• 소설에 등장한 우주범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

아이디어 발현
창의적
설계

• 이카로스 실험에서 우주범선의 속력을 함수적 사고를 활용하여 탐구

학습 방법

• 자료 조사, 분석, 토의를 통하여 우주범선을 통한 우주여행의 가능성을 고민
하고 논리적으로 자기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 제공

과정, 활동 중심

• 모둠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함께 우주범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 제공

다양한 산출물

• 개별로 또는 모둠별로 탐구한 수학적 결과 또는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주장을 전개

협력 학습

• 역할 분담과 토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협력학습 제고

○ 감성적 체험
몰입

Hands-on

• 문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고, 수학적 사
고를 통해 표, 그래프, 식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몰입

• 우주범선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탐구하고 스스로 고민

성취의 경험

• 함수적 사고를 통해 로켓과 우주범선이 다른 행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을 구해보면서 함수의 활용 문제에 대한 성취감 경험

배려

• 우주범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견
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짐

새로운 도전

• 일본의 이카로스 실험에 대한 결과와 미래의 계획을 알아보고 관련된 진로
를 모색

감성적
체험

자기 평가

•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의 활동 결과에 대한 반성의 경험

- 113 -

5. 지도안 총괄표
과목

수학, 과학

1

총차시

단원

(수학)함수의 활용, (과학)태양계의 특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수학 / 함수와 그래프>
- 함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 태양계>
-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를 알고, 태양계 행성을 분류하여 그 특징을 알고, 행성도 위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술 / 미래의 기술, 수송 기술>
- 미래 기술의 동향과 사례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미래 기술의
방향을 설명하며, 미래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교과간 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 및 우리나라 전통 수송 기술을 탐색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수송 기술의
개념, 특성, 시스템을 이해하며, 육상, 해상, 우주 항공 분야의 수송 기술의 기초적 원리와 활용
방법을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1. 일본의 우주범선 이카로스 실험 결과를 표, 식,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학습목표

흐름

상황 제시
분
차시

2. 함수를 활용하여 우주범선과 로켓의 속력을 비교하면서    에서 값에 따른 그
래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3. 함수를 활용하여 로켓과 우주범선의 시간, 속력, 이동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제시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기유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좋아하는 한 학생이 그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우주범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
게 됩니다. 그의 소설 ‘파피용’에 나오는 우주범선이
실제로 엄청난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행성을 여
※상황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할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밝혀보고 싶은 상황
내면화를 통한 공감입니다. 상
을 제시합니다.
황이 실제 자기에게 일어날 수
- 상황제시를 통해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
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해보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한
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도전
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감성적체험>
- 학생들이 상황 분석을 하며 학습에 몰입하고 이를 해
결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자기문제화)과 성취감을 얻
고자 하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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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우주범선은 엄청난 속력에 도달할 수
있을까?
1) 이카로스의 실험 결과를 통해 시간(  ), 속력(  )에 ※일본의 이카로스 실험은 태양
돛에 관한 실증연구입니다. 학
관한 변화표 채우기
생들은 이 연구의 실제 결과를
2) 순서쌍 (   )를 좌표평면 상에 나타내고 함수의 그
탐구해 보면서 우주범선의 속
래프 그리기
력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는
3)   변화표와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식 구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수
하기
업에 몰입하고 창의적인 아이
4) 우주범선의 1일, 10일, 100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디어를 발현시킬 수 있을 것입
속력 구하기
니다.
활동 2: 로켓과 우주범선이 다른 행성까지 가
※유효숫자와 10의 거듭제곱을
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사용하여 근삿값을 표현하는
1) 아래 제시된 우주범선과 로켓의 속력을 이용하여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
창의적 설계
시간(  ), 이동거리(  )에 관한 변화표를 각각 채우기
여 복잡한 수를 간단하게 표현
해결방안 계획
(유효숫자와 근삿값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유효숫
및 실행
수를 표현해 보기)
자와 근삿값과 같은 수학적 지
분
2) 순서쌍(   )를 좌표평면 상에 나타내고 함수의 그
식의 가치나 유용성에 대해서
차시
래프 그리기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변화와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함수식 구
하기
4) 함수    에서  값과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
계를 찾아 정리해보기
5) 태양계의 여러 행성의 특징 살펴보기
6) 태양계의 여러 행성 중 원하는 행성을 선택하고, 로
켓과 우주범선이 지구에서 그 행성까지 가는데 걸리
는 시간을 함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여 보기(모둠별
활동)
<

감성적체험>

-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토의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합니다.
창의적 설계
지식산출
분
차시

※태양계 탐사를 위해 우주범선을
활용할 것 강조하며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
합니다. 학생들이 탐사하고 싶
은 행성을 선택하고 로켓과 우
주범선을 이용할 때 얼마의 시
간이 걸리는지 구해봄으로써
앞선 활동들을 정리하고 학습
내용에 대한 자기 평가와 문제
해결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 3: 태양계 행성 탐사를 위한 태양 돛을
※우주범선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단 우주범선의 개발 가능성 토론하기
주장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 이카로스의 실험 결과를 통해 250만km의 속력에 도
토론해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달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해보기
배려와 이해심을 기를 수 있습
- 우주범선의 개발가능성에 대해 과학적 원리와 기술
니다.
공학적 근거를 들어 찬반 토론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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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체험>
- 태양돛을 단 우주범선의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가
장 효율적인 태양돛을 개발하기 위해 친구들과 토론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다양한 의견제시 및 수렴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신을 기릅니다.

평가 보상
분
차시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체크리스트)
※평가와 보상을 통해 학생들이
- 이카로스 실험에서 우주범선의 속력에 관한 탐구 활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피드백
동의 평가
을 제공받고, 자아효능감을 얻
- 로켓과 우주범선의 다른 행성까지 도달 시간에 대한
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평가
탐구 활동의 평가
에서는 특히 학생, 교사간의 존
- 우주범선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지식 산출물 평가
중과 배려, 소통의 경험이 중요
< 감성적체험>
합니다.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
- 서로 간의 평가를 통해 자아효능감을 느끼고, 다양한
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도전 의식
습니다.
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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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및 보상
■ 평가
가. 교사평가
우주범선을 탐구한 결과와 다양한 요소의 비교, 분석를 토대로 우주범선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자
신의 주장을 펼치는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이카로스
실험에서의
우주범선의
속력
로켓과
우주범선의
다른
행성까지의
도달 시간

우주범선의
개발가능성

정의적 태도

평가대상
5

(
4

(매우좋음)

(좋음)

평가 대상
3

)
2

1

(보통)

(나쁨)

(매우나쁨)

우주범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 표, 함수그래프,
함수식을 올바르게 구했는가?
우주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을
올바르게 구했는가?
우주범선과 로켓의 속력을 이용하여 표,
함수그래프, 함수식을 올바르게 구했는
가?
함수    에서 의 값과 함수그래프
사이의 특징을 올바르게 정리하였는가?
태양계의 행성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켓
과 우주범선이 그 행성까지 가는데 걸리
는 시간을 논리적 오류 없이 올바르게 구
했는가?
이카로스 실험을 바탕으로 250만km 속력에
도달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가?
우주범선의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독창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가?
우주범선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
가?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업
을 잘 진행하는가?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
업에 임하였는가?

나. 동료평가
학생들의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 점수를 모둠별로 반영합니다.

다. 자기평가
자기평가의 Likert 척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보상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 또는 개인에게 상장 및 상품 또는 토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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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내용

우주항해를 위해 태양 돛(Solar Sail)을 올려라!(2)
프롤로그
■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1000년의 모험, 소설 『파피용』
프랑스의 천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피용』은 우주여행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4만 4000명의 지구인들이 높이 1000m, 직경
500m의 거대한 우주선 ‘파피용’을 타고 1000년간 여행을 나선다는 모험담을
기둥 줄거리로 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거듭된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구를 떠

※프롤로그는 학생
들이 첨단 과학을
이용한 제품에 대
한 사전 지식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쌓
기

위해

부분입니다.

필요한
학생

들이 글을 읽으며
많은 지식과 질문

나 새로운 희망의 별을 찾아 나서는 대목을 두고 프랑스 문단에서는 ‘노아의

을 얻을 수 있도

방주’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80일간의 세계일주’, ‘해저 2만리’ 등의 저자

록 지도합니다.

쥘 베른과 버금가는 작가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법학ㆍ언론ㆍ과학 등 다양한

※ 학습 유의점

방면의 해박한 지식과 독특한 그의 상상력은 이 소설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14

소설 파피용의 내

만 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우주선이 제작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용과 일본의 이카

도 하지만, 그럴듯한 이론과 상상력은 독자를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요

로스

태양

돛의

실증연구에

대해

트 선수인 주인공 엘리자베트 말로리가 우주선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

더 자세한 내용을

물이라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소개하면서

학생

들의 학습에 대한
몰입도 높이고, 우
주공학에 대한 흥
미와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
습니다.
내용 출처:
서울경제뉴스
http://economy.
hankooki.com/lp
age/news/20070
7/e20070719170
85770540.htm

소설 『파피용』에서 나온 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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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소설『파피용』

■ 세계 최초 우주범선 이카로스(IKAROS)
일본의 이카로스(Interplanetary Kite craft Accelerated by Radiation Of the
Sun, 이하 IKAROS)는 세계 최초의 우주범선이라 과학자들 사이에 큰 관심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에너지만으로 우주여행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풍과 태양에너지만으로 움직
이는 ‘솔라 세일(Solar Sail)’방식은 이카로스호의 빛을 반사하는 초박막 필름으
로 제작된 14m의 ‘태양 돛’에 의해 추진동력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풍은
말 그대로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양성자와 전자 등 미립자들이 포함

내용 출처:
사이언즈타임즈

되어 있으며, 매초 약 100만 톤의 질량이 태양에서 방출됩니다.

사진 출처:
JAXA

세계 최초의 우주범선 이카로스
혜성의 이온꼬리 역시 태양풍의 영향에 의해 생성됩니다. 혜성에는 두 가지의
꼬리가 있는데, 이는 먼지꼬리와 이온꼬리로 분류됩니다. 이들 중 태양에 근접
하면 태양 반대방향으로 생기는 것이 푸른빛의 이온꼬리이며, 태양열을 받아
타버린 규산염에 의해 생기는 것이 흰색의 먼지꼬리입니다. 대부분의 혜성은
약 15km 이하의 크기인 핵을 가지고 있으며, 약 150만km의 핵을 둘러싼 먼지
와 가스인 코마(Coma)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혜성이 태양
과 근접하면 긴 꼬리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혜성의 꼬리는 1억5천만km에 이
른다고 합니다. 혜성의 핵은 얼음과 암석 그리고 먼지입자로 이루어진 둥근 형
태이며, 핵 주변에 있는 코마라는 물질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에 밀려 꼬
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카로스는 크게 4가지 임무를 부여 받고 우주여행을 시작했다. 대형의 얇은
돛을 우주에서 전개시키고, 박막 태양전지에 의해 추진동력을 얻으며, 태양 돛
에 의해 가속을 받고, 태양 돛을 이용한 항법 기술을 얻어 오는 것입니다. 지
난 2010년 5월 21일 금성탐사선 아카츠키와 함께 발사된 이카로스는 금성탐사
와 함께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카로
스의 태양 돛의 소재는 폴리 이미드 수지로 인공위성의 단열재로 쓰이는 것입
니다. 돛에는 부분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박막 태양전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카
로스가 성공한다면 더 거대한 태양 돛을 개발하여 목성과 다른 소행성을 탐사
할 계획입니다.

- 119 -

내용 출처:
http://gamma0b
urst.tistory.com/
111

진 출처:
JAXA

태양 돛을 이용한 목성과 소행성 탐사 계획

상황제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기발한 상상력과 독특
한 소재의 책을 많이 쓴 그는 국내에서 소설『개미』로도 유명합니다. 어느 날,
그가 국내의 한 기업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업에게 바라는 점이 있느냐
는 질문을 받고, 매우 독특한 대답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사진 출처:
위키백과

되었습니다.
“○○ 기업이 제가 쓴 소설 ‘파피용’에 나오는 우주범선을 만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주선은 길이만 32km에 이르고
사람을 14만 4000명 태울 수 있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듯이 그 우주선은 미래의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
입니다. 앞으로도 첨단과학기술이 인류를 살릴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베르베르는 언제가 다른 행성에 인류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
우주정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갈수록 심각해지
는 환경 파괴와 인구의 증가는 결국 지구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내용 출처:
http://www.mt.co.
kr/view/mtview.ph
p?type=1&no=20
090914155126266
66&outlink=1
※ 학습 유의점
상황제시의 내용
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몰입
과

내가 최근에 읽었던 그의 소설에서 우주범선 ‘파피용’이 태양
돛을 달고 광압에 의해 가속되어 시속 250만km로 항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읽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자기문제화가

이루어질 뿐 아니
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갑자기 인터뷰 내용과 책에 있던 소재들이 단순히 상상력에 의한 것만이 아 있도록
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 돛을 단 우주범선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실제로 우주범선이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개발된 로켓보다도 엄청나
게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개발이 된다면 태양계의 여러 행성
들을 여행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보고 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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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도합니

활동과 내용

※ 학습 유의점
일본의 이카로스
실험은 태양 돛에

■ (활동) 우주범선은 엄청난 속력에 도달할 수 있을까?

관한

1) 일본의 이카로스는 세계 최초의 태양 돛을 단 우주범선이고, 태양풍과 태양
에너지만으로 움직이며 14m의 태양 돛으로 추진동력을 얻습니다. 아래 표는
광압에 의해 일정하게 가속되고 있는 이카로스의 시간(  ), 속력(  )의 변화표입
니다. 이 표를 완성해 봅시다.
시간( )
(시간)
속력( )
(km/시)

실증연구입

니다. 학생들은 이
연구의 실제 결과
를 탐구해 보면서
우주범선의

속력

을 수학적으로 분
석해 보는 기회를

0

1

2

3

4

5

6

7

8

9

10

가질 수 있고, 동
시에 수업에 몰입

0

0.054

0.108

0.162

0.216

0.270

0.324

0.378

0.432

0.486

0.540

하고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발현시

킬 수 있을 것입

2) 위 표에 나타난 순서쌍(   )를 좌표평면 상에 나타내고, 개략적인 함수의 그래

니다.

프를 그려 봅시다.

0.054
1

3)   변화표와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식을 구해 봅시다.
함수식

  

풀이과정
1시간에 시속 0.054km 만큼 씩 빨라지므로

  

이다.

※ 학습 유의점
계산기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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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주범선이 1일, 10일, 100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각각의 속력을 구해 봅시다.
시간

1일

10일

100일

속력

1.296 km/시

12.96 km/시

129.6 km/시

■ (활동) 로켓과 우주범선이 다른 행성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
이 걸릴까?
1) 아래 제시된 우주범선과 로켓의 속력을 이용하여 시간(  ), 이동거리(  )에 관한
표를 각각 완성해 봅시다.
로켓과 우주범선의 속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표를 완성할 때 수를 표현하
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효숫자와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근삿값을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해 표를 완성해 봅시다.
◆ 유효숫자 : 근삿값에서 반올림하지 않은 부분의 숫자나 측정하여 얻은 근
삿값을 나타내는 숫자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숫자

※ 학습 유의점
유효숫자와

◆ 근삿값의 표현 : 유효숫자들로 이루어진 부분을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수

와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  ( ≤    은 양의 정수)
또는

× 
( ≤    은 양의 정수)

의 꼴로 나타낸다.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하
여 근삿값을 표현
하는 방법을 학습
하고, 이를 활용하
여 복잡한 수를 간
단하게 표현해 보
는 활동을 통하여
유효숫자와 근삿값
과 같은 수학적 지
식의 가치나 유용
성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도
합니다.

내용 출처:
천재교육 중2 수
학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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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완성할 때, 유효숫자 3개와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 봅시다.

속력

비행
체

로켓

시간( )
(년)
이동거리( )
(km)

우주

이동거리( )

범선

(km)

0

로켓

58000km/시

우주범선

2500000km/시

1
(8760시간)

2

3

※ 학습 유의점
계산기 사용 권장

4

5

0

 ×  ×  ×  ×  ×

0

 ×  ×  ×  ×  ×

2) 위 표에 나타난 순서쌍(   )를 좌표평면 상에 나타내고, 개략적인 함수의 그래
프를 그려 봅시다.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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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표와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식을 구해 봅시다.
함수식
로켓

   ×

우주범선

   ×

풀이과정
1년에

 × km 만큼

씩 이동하므로



1년에

   ×  이다.
 × km 만큼 씩 이동하므로
   ×

이다.

4) 함수    에서 의 값과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찾아 설명해 봅시다.

 의 값이 클수록 함수그래프는  축에 가까워진다.

5) 태양계 탐사를 위해 태양계의 행성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봅시다.
태양계는 태양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과 소행성 그리고 혜성 등으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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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특징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밝은 태양 가까이 있어 관측하
기 쉽지 않음. 표면은 지구의 달과 과 비슷하고, 대기가 없

수성

고 수많은 운석구덩이로 덮여 있음. 작은 궤도와 빠른 공
전속도를 가지며 공전주기는 88일, 자전주기는 58일임. 낮
에는 온도가 400도까지 올라가고 한밤중에는 영하170도까
지 내려감.
새벽에는 샛별, 저녁에는 개밥바리기 별로 불림. 자전방향

금성

이 지구와 반대임. 대기는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둘러싸여
있어 온실효과가 발생하며 표면온도가 뜨거움.
달을 위성으로 가지고 있음. 공전주기는 1년, 지구의 나이

지구

는 46억년.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이며, 산소, 이산화탄소
등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분들로 채워져 있음. 지
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계절의 변화를 만듬.
지구와 마찬가지로 자전축이 약 25도 기울어져 계절의 변
화가 있음. 매우 희박한 이산화탄소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

화성

온도가 낮음. 표면은 커다란 화산이 있고, 산화철이 주성분
인 붉은색 자갈과 모래로 덮여 있음. 극지방에는 극관이
있음.
태양계 내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 지구보다 지름이
약 11배 큼. 부피는 지구의 1400배, 질량은 약 318배이고

목성

밀도는 지구보다 낮음. 수소와 헬륨 등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위도에 따라 자전주기가 다름. 빠른 자전에 따른 대
류현상으로 표면에 줄무늬가 있음. 표면에 소용돌이인 대
적점이 있고, 희미한 고리를 가지고 있음.
약 7만km의 두께를 가진 가장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

토성

음. 대기는 목성처럼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
도마다 자전 속도가 다름. 가장 빠른 자전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가장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 밀도는 매우 작음.
대기는 메탄이 태양빛의 붉은 색을 흡수하고 푸른색을 반

천왕성

사하면서 푸른색으로 보임. 목성과 토성처럼 검은색 고리
를 가지고 있음. 자전축이 약 97도 기울어져 있어 공전 궤
도면에 거의 평행하게 누워서 자전을 하고 있음.
청록색 진주라 불리는 해왕성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임. 적

해왕성

도 근처에 메탄 결정체가 모인 어둡고 검은 대암점이 있으
며, 초속 수백km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음. 메탄조각들로
구성된 고리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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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NASA
내용 출처:
한국천문연구원
‘이주의 천체사진’

6) 모둠별로 태양계의 여러 행성 중 원하는 행성을 선택하고, 지구에서 로켓과
우주범선이 그 행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활동2에서 구한 표, 그래프, 함
수식을 이용하여 구해 봅시다.

※ 학습 유의점
태양계
위해

탐사를

우주범선을

활용할 것을 강조
하여 학생들이 학
습에

몰입할

있도록

수

유도합니

다. 학생들이 탐사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의 거리

선택하고
우주범선을

태양에서
행성까지

하고 싶은 행성을

 ×

 ×

 ×

 ×

 ×

 ×

 ×

(km)

 ×

로켓

탐사행성

(예시) 화성

지구에서

 ×   ×   × (km)

행성까지의 거리

지구에서 행성까지
걸리는 시간

우주범선

(풀이)

(풀이)

 ×
 



 ×
 

 ×

(답)  시간

(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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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할 때 얼마의 시
간이 걸리는지 구
해봄으로써

비행체

로켓과

앞선

활동들을

정리하

고,

내용에

학습

대한 자기 평가와
문제해결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활동) 태양계 행성 탐사를 위한 태양 돛을 단 우주범선의
개발 가능성 토론하기
- 이카로스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 돛의 크기가 14m보다 충분히 크다면
‘파피용’호는 시속 250만km의 속력에 도달할 수 있는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서술해 봅시다.

가능하다(

)

가능하지 않다(

)

근거 :

※ 학습 유의점
우주범선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주

- 우주범선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수학적, 과학적 원리와 기술공학적 근거를

장을

들어 찬반 토론해 봅시다.

발표하고
보면서

주장 :

친구들에게
토론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
심을 기를 수 있

근거 :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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