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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STEAM
지구와 같은 살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01. 프롤로그
• 미지의 행성 골디락스 존은 지구와 달리 특정 원소나 물질이 과잉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도는 지구 대기에서는 약 0.03%이지만 골디락스 존에서는 이보다 높을 수 있으며, 질소(N)는 지구 대
기에서는 약 80%이지만 골디락스 존에서는 더 낮을 수 있다. 이처럼 대기 조성은 다르지만 골디락스 존
에서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 지구에서처럼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인
공생태계를 설계하고 제작함으로써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생명체는 물과 유기물로 구성되며 이 중 물(H₂O)은 수소(H)와 산소(O)의 극성 공유결합¹으로 인해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²이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높은 비열³과 끓는점을 가져 생명체의 항상성을 유지
할 수 있게 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주성분인 탄소(C)는 생명체의 호흡으로 대기로 방출되며,
녹색식물의 광합성작용에 의해 다시 유기물로 고정되는 탄소순환경로를 거친다. 실제 지구 대기에는 질
소(N)가 약 80%를 차지하며 골디락스 존에는 이보다 낮은 비율로 존재하더라도 전기방전이나 질소고
정세균⁴에 의해 생명체 내의 유기물로 전환되고 탈질소세균에 의해 다시 공기로 방출되는 순환경로를 나
타낼 수 있다.
• 항성에서 방출된 빛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유기물의 결합에너지로 전환되고 먹이사슬을 따
라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주로 열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하지만 빛에너지 일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후 운동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실 환경에서 물질순환과 에너
지전환⁵이 가능한 인공생태계를 학생들이 제작할 수 있을까?

1.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원소에서 한쪽은 약한 (-)전하, 한쪽은 약한 (+)전하를 띠는 현상

2. 약한 (+) 전하를 나타내는 수소가 약한 (-) 전하를 나타내는 산소와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3. 단위질량에 가해진 열량과 이에 따른 온도 변화의 비이며, 물질 1g의 온도를 1K 올리는 데에 필요한 열량으로 표현
하기도 한다. 표준 단위는 J/g・K이고, cal/g℃를 사용하기도 한다.
4.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리질소를 고정시켜 암모니아 또는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세균으로 단독 생활하거나 공생생활
하며 농업에 매우 중요하다.
5.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는 것으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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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학습 주제 및 내용
차시

학습 주제

학습 내용

상황 제시에 따른 생태
계 평형과 물질 순환의
의미 및 인공생태계 자
료 감상하기
탄소, 질소, 물의 순환
과정 게임과 비주얼씽킹

• 생태계 평형이란 무엇인가?
- 비생물적요소와 생물적요소를 구분해보자
• 생태계 내의 탄소, 질소, 물의 순환 동영상 제시
- 골디락스 존에서 탄소, 질소, 물은 순환할 수 있을까?
• 골다락스 속 인공생태계는 가능한가?
- 영화 <마션(Martian)> 상영 : 화성판 『삼시세끼』
- 특정 원소가 과잉하거나 부족한 골디락스 존에서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
할 수 있을까?(이산화탄소 과잉이나 질소부족)
•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게임』 : 물(H₂O), 탄소(C), 질소(N)
• 탄소, 질소, 물 순환 비주얼씽킹 설계

2~3.
창의적
설계

인공생태계 설계하기

• 우주 인공생태계 기술 따라하기(BLUE 레벨)
- ‘열전 소자(펠티어)’를 활용한 물 자원 모으기 메이커 활동
• 지속가능한 인공생태계 제작하기
• 극한 환경에서 인공생태계 구현하기(GREEN, RED 레벨)
- 디자인 싱킹 사고 단계에 따라 인공생태계 구성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정의하기
-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찾기 (대칭사고기법 이용)
- 프로토타입제작하기

4.
감성적
체험

‘나만의 인공생태계’를
제작하고 발표하기

• 『나만의 인공생태계 발표하기』
• 『탄소, 질소, 물의 순환 사진으로 표현하기』
• 나에게 어울리는 진로 탐색하기

1.
상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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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통합과학 교과의 생태계와 환경 단원에서 생태계 평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생태계 내에서 탄소, 질소, 물 등 물질순환 과정을 발표할 수 있다.
- 탄소(C), 질소(N), 물(H₂O)의 순환을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지구온난화 등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보존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물질 순환 사진 표현 과정의 모둠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 재활용품을 활용한 인공생태계 설계 및 제작을 체험하며 창의 〮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배양한다.
- 생태학자, 에너지 전문가 등의 관련 직업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03. STEAM 과목 요소
과학

공학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생태계 평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에너지 보존과 전환, 물질 순
환 과정을 이해함

펠티어 소자,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하여 부족한 물질을 획득하고 안정된 생
태계 조성을 제어하고 확인함

기술

물질이 순환하고 에너지가 전환되는 인공생태계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음

미술

탄소, 질소, 물의 순환 과정을 예술적 심미성을 가진 사진으로 표현함

수학

에너지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인공생태계를 설계하고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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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TEAM 단계 요소

STep1.
상황제시

• 생태계 평형이란 무엇인가?
- 생태계 구성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 비생물적요소와 생물적요소를 구분해보자
- 생태계평형 상태란 무엇인가?
• 생태계 내의 탄소, 질소, 물의 순환 동영상 제시
- 골디락스 존에서 탄소, 질소, 물은 순환할 수 있을까?
• 골다락스 속 인공생태계는 가능한가?
- 영화 <마션(Martian)> 상영 : 화성판 『삼시세끼』
- 특정 원소가 과잉하거나 부족한 골디락스 존에서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산화탄소 과잉이나 질소부족)
•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게임』
- 물(H₂O) 순환 레이스 게임
- 탄소(C) 순환 레이스 게임
- 질소(N) 순환 레이스 게임
• 탄소, 질소, 물 순환 비주얼씽킹 설계
- 탄소, 질소, 물 순환을 이미지화된 자료로 만들어 보기
- 4차시 갤러리 워크에서 전시

STep2.
창의적 설계
(디자인씽킹적용)

• 우주 인공생태계 기술 따라하기(BLUE 레벨)
- ‘열전 소자(펠티어)’를 활용한 물 자원 모으기 메이커 활동
• 지속가능한 인공생태계 제작하기
⇒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물질순환과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며 오랜 기간 생물이 생
존하고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인공생태계를 설계하고 제작함.
• 극한 환경에서 인공생태계 구현하기(GREEN, RED 레벨)
- GREEN 레벨에서는 인공생태계에 센서를 연결한 아두이노보드를 설치하여 온도, 습도,
조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생육조건 유지하는 스마트팜 만들면서 문제를 찾고 해결
하여 개선된 인공생태계 제작하기
- RED 레벨에서는 극한 환경에서 인공생태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물질, 에너지 등을 설정
하고 개발방안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기
- 디자인 싱킹 사고 단계에 따라 인공생태계 구성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정의하기
-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찾기 (대칭사고기법 이용)
- 프로토타입제작하기

STep3.
감성적 체험

• 『나만의 인공생태계 발표하기』
- 재활용품으로 제작한 밀폐형 인공생태계의 특징과 장점을 다른 팀에게 홍보
- 피드백에 따른 수정
• 『탄소, 질소, 물의 순환 사진으로 표현하기』- 갤러리 워크
- 3가지 사진 자료 중 한 가지 선택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용어를 작성하여 전체 사진 전시
및 설명
- 피드백 활동
• 나에게 어울리는 진로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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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도안 총괄표
과목

통합과학,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기술가정

단원

[통합과학] 생태계 구성과 생태계 평형
[생명과학Ⅰ] 생태계와 상호작용
[지구과학Ⅰ] 별과 외계 행성계
[기술가정] 공학의 세계

총 차시

4

(내용요소) 생태계 평형

통합과학

(성취기준)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
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10통과08-02]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
정을 이해하고,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10통과08-04]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로 인해 열에너지 이용의 효율이 낮아
진다는 것을 알고, 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생태계 구성(인공생태계)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생명과학Ⅰ

(성취기준)
[12생과Ⅰ05-01] 생태계,

군집, 개체군 관계를 이해하고,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Ⅰ05-05]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고, 에너지 흐름을 물질 순환과 비교
하여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외계생태계

지구과학Ⅰ

(성취기준)
[12지과Ⅰ05-05] 외계

행성계의 탐사 방법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2지과Ⅰ05-06]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의 일반적인 조건을 파악
할 수 있으며 탐사의 의의를 토의할 수 있다.
(내용요소) 정보와 자동화

기술가정

학습목표

(성취기준)
[12공학02-03] 공학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학적 사고를 개발
한다.
[12공학02-05] 공학 문제의 다양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설계한다.
[12공학02-15] 다른 학문 및 지식과 공학의 융합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그 전망을
예측한다.

- 생태계 구성요소와 생태계 평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생태계 내에서 물질이 순환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등으로 전환됨을 이해한다.
- 과학 교과와 관련한 우주와 행성, 생태계 이론을 기반으로 펠티어 소자와 아두이노 센서를 이용
하여 새 행성에 어울리는 인공생태계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 생태계 유지와 어울리는 진로를 탐색하고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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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모둠 구성하기 : 방향 설정
- 모둠을 구성한 후 역할(이끔이, 칭찬이, 섬김이, 꼼꼼이 등)을 분담하기
프롤로그
- 골디락스 존의 X행성 개발에 대한 상황과 레벨을 제시함.
RED

<상황 제시>
인공생태계
설계의 필요성
(50분)
(1/4차시)
모둠구성 및
역할 분담

GREEN

BLUE

생태계 평형이란 무엇인가?
- 생태계 구성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 비생물적요소와 생물적요소를 구분해보자
- 생태계평형 상태란 무엇인가?
생태계 내의 탄소, 질소, 물의 순환 동영상 제시
- 골디락스 존에서 탄소, 질소, 물은 순환할 수 있을까?
영화 ‘마션’ 영상 시청
- 영화 <마션> 속 생태계 구성 요소 찾아보고 정리하기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게임
- 탄소(C) 순환 레이스 게임
- 질소(N) 순환 레이스 게임
- 물(H₂O) 순환 레이스 게임
탄소, 질소, 물 순환 비주얼씽킹 설계
- 탄소, 질소, 물 순환을 이미지화된 자료로 만들어 보기
- 4차시에 갤러리 워크로 전시할 예정
도입 - 바이오스피어 영상 시청하기
- 바이오스피어2의 진행과정과 문제점 파악하기
- 모둠원과 의논하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 탐색하기
우주 인공생태계 기술 따라하기

- BLUE 레벨 제시
<창의적 설계>
- 수증기를 물로 응결시켜 순화시켜야 하는 환경에서 물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인 펠티어 소자를
인공생태계
활용하는 방법을 따라해보고, 창의적으로 확장해보기
설계 및 제작
(100분)
(2/4~3/4차시)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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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지속 가능한 인공생태계 제작하기
- 오랜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인공생태계 제작
- 페트병, 유리병, 토양, 자갈, 숯 등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작은 인공생태계를 설계하여 보자.
-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전환되는 인공생태계를 설계함.
- 탄소순환, 질소순환, 물 순환 기작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생태계 설계
극한 환경에서 인공생태계 구현하기(GREEN, RED)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는 GREEN 레벨에서 지속가능한 인공생태계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 생태계가
(아두이노를 이용한 관련 기술을 체험활동으로 습득하면서 문제를 정의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활동)

스마트팜

아두이노 기본 사용법

릴레이 동작법

앱인벤터 사용하기

-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RED 레벨에서 인공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창의적
으로 설계하여 구체화하기
극한 환경에서 인공생태계 구현하기(GREEN, RED)
- 공감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 정의하기
- 가장 가치로운 문제 정의하기
- 문제정의는 관점서술문 방식으로 정의하기
해결책 찾기
-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
- 대칭사고기법을 활용하여 사고하기
- 가장 독창적이며,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선정하기
프로토타입제작하기
- GREEN레벨에서는 실제 작동하는 인공생태계 제작하기
- RED레벨을 선택한 경우는 계획 계획을 발표자료로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개발한
하베스팅 기술
발표하기
우주 및 에너지
기술 관련
진로탐색하기,
평가(50분)
(4/4차시)

나만의 인공생태계 제작하고 설명 및 홍보하기
- 나만의 인공생태계의 특징 및 장점 정리하기
- 투자가의 반응 예측하기
- 홍보전략 세우기
발표하기
- 인공생태계 투자설명회에서 발표
- 피드백 반영하기
탄소, 질소, 물 순환 비주얼씽킹 전시하기(갤러리 워크)
- 육상생태계, 수상생태계로 구분하여 제작
- 교실벽면에 부착하고 둘 가고, 둘 남기 방식으로 모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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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평가 계획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의 평가는, 지필평가의 방식보다 수행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해당 과목의 지식적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보다 STEAM의 단계 요소인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의 이론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STEAM 요소 중 본 수업에서 제시하는 과학 이론을 근거로 하는 창의융합 아이디어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설계하였다.
수행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이므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
고,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급적 핵심적인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 아래의

평가는 20점 만점의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수업 시에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평가
척도를 설정할 것

1. 성취기준
평가영역
평가 영역
STEAM 창의 융합 역량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 도전정신
• 창의성
• STEAM능력
• 협업능력

• 감성능력
• STEAM능력
• 협업능력
• 창의성

성취기준
평가
항목

우수

보통

미흡

공감하기

미래의 전인류의 입장에 미래의 전인류의 입장에 미래의 전인류의 입장에
서 문제를 찾기 위한 공 서 문제를 찾기 위한 공감 서 문제를 찾기 위한 공감
능력이 미흡함
능력이 보통임
감 능력이 우수함

문제
해결하기

나만의 인공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법을 설계하는 능
력이 우수함

나만의 인공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법을 설계하는 능
력이 보통임

나만의 인공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법을 설계하는 능
력이 미흡함

산출물
만들기

다양한 재활용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시제
품을 제작하는 능력이
우수함

다양한 재활용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시제
품을 제작하는 능력이
우수함

다양한 재활용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시제
품을 제작하는 능력이
우수함

감성
발표하기

협업
태도

물질 순환 비주얼씽킹에 물질 순환 비주얼씽킹에 물질 순환 비주얼씽킹에
대한 발표 능력(설득력 대한 발표 능력(설득력 대한 발표 능력(설득력
중심)이 미흡함
중심)이 보통임
중심)이 우수함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능력이 우수함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능력이 보통임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능력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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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가. 교사 평가
•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척도

평가
항목

상(10점)

중(8점)

하(6점)

공감적 설계

지구온난화로 새 행성
에 이주 시 필요할 에너
지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감지도 기반으
로 선정한 물질 순환 레
이스 게임의 과학기술
이론적 근거가 충분함

지구온난화로 새 행성
에 이주 시 필요할 에너
지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감지도 기반으
로 선정한 물질 순환 레
이스 게임의 과학기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함

지구온난화로 새 행성에
이주 시 필요할 에너지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감지도 기반으로 선정
한 물질 순환 레이스 게
임의 과학기술이론적 근
거가 거의 없음

완성도

재활용품을 이용한 인
공생태계 설계 프로그
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음.

재활용품을 이용한 인
공생태계 설계 프로그
램에 보통으로 참여하
였음.

재활용품을 이용한 인
공생태계 설계 프로그
램에 소극적으로 참여
하였음.

반성적 사고

본 프로그램을 종료하
고 지구환경 보존에 대
한 반성적 사고가 진정
성있고 구체적임

본 프로그램을 종료하
본 프로그램을 종료하
고 지구환경 보존에 대
고 지구환경 보존에 대
한 반성적 사고가 진정
한 반성적 사고가 진정
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성과 구체성이 보통임
않음

발표를 위한
상상력〮창의성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
게임 발표에서 상상력
및 창의성을 발휘하여
설득력있게 함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
게임 발표에서 상상력
및 창의성을 발휘한 설
득력이 보통임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
게임 발표에서 상상력
및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음

본 프로그램을 종료하
본 프로그램을 종료하
고 생태 및 에너지에
고 생태 및 에너지에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
관련된 진로를 잘 탐색
고 준비하는 데 보통의
하고 준비를 함
자세를 취함

본 프로그램을 종료하
고 생태 및 에너지에 관
련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데 소극적임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

미흡(4점)

전혀
참여하지
않음

• 수행, 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영역
번호이름

창의적 설계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 게임의 창의성

나만의 인공생태계
설계의 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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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반성적
사고

발표를 위한
상상력〮창의성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

나. 자기/동료 평가
평가
방법

자기
평가

동료
평가

평가 척도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평가 기준

상
5

중
3

하
2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흥미, 참여도)
모둠별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인공생태계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며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정밀한 인공생태계 제작
탐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3.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예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통합
과학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기재 상황 예시

모둠별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물질 순환과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인
공생태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먹이사슬과 생태계 평형의 원
리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적 탐구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공생태계를 제작함(과학적 사고력, 협동심)

탐구활동 과정에서 협력적
모습과 과학적 원리 이해 및
활용 능력이 관찰됨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풍부하나 급우들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부족했
지만 모둠별 인공생태계 제작 과정을 통해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모습
을 보이고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모습을 보
임(과학적 의사소통능력)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인공생태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해당하는
생명체 종류를 창의적으로 선정하고 특히, 질소고정세균인 뿌리혹박테
리아를 이용한 질소고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생물체 내 단백질
합성과정과 관련지어 이해함(과학적 이해력, 창의력)

탐구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자세히 관찰

인공생태계 설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식물과 동
물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과학적 원리와 예술성을
겸비한 생태계를 제작하는 데 크게 기여함(과학적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모둠활동을 관찰하여
기술하는 경우

생태계 내의 물질 순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에너지의 전환이 생
활 속에서 실현가능함을 이해하였으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과학적 문제해결력을 한층 키우는 계기가 됨(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의 발달과정을
관찰하여 기술함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수업에 집중하고 과학적
현상과 분석이 세밀하고 심화되어 가면서 진로를 지속가능한 발전에너
지 분야 과학자로 정하는 계기가 됨(진로선택영역)

진로와 연계한 성장과정 중심
으로 기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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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학습 내용

1 차시

생태계 구성 요소와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순환

수업 형태

강의, 토의

학습 목표

- 생태계 구성 요소와 생태계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탄소, 질소, 물)의 순환을 설명할 수 있다.

융합 요소
수업 단계

차시

1/4

: 생태계 구성 요소와 생태계 평형 개념 안내
: 지구생태계 내 물질 순환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하기
교수·학습 활동

수업 자료 및 유의점

✔ 모둠 구성
- DISC 성격유형기법에 따른 모둠 구성

소요시간

‣ 교사용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
watch?v=_GcXwnkoBw4

✔ 프롤로그
- 골디락스 존의 X행성 조건 제시
RED

모둠 구성,
상황 제시,
따라하기

GREEN

BLUE

✔ 생태계 평형이란 무엇인가?
- 생태계 평형이란?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생물 종의 수
가 안정된 상태로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
로 흐르며 다른 형태로 전환됨.
✔ 생태계 내의 탄소, 질소, 물의 순환 동영상 제시
- 골디락스 존에서 탄소, 질소, 물은 순환할 수 있을까?
- 지구 물질 순환 관련 뉴스 및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VWY_v7T8Sd0
(EBS 클립뱅크(Clipbank) - 지구 내부의 모습)
✔ 영화 ‘마션’ 영상 시청
- 영화 <마션> 속 생태계 구성 요소 찾아보고 정리하기
✔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 게임 : 탄소(C), 질소(N), 물(H₂O)의
순환 게임 방법
• 모둠별로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 종이를 3장씩 제공한다.
• 2인 1조로 레이스 종이를 제작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 물질 한 종류당 5분간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 게임 실시
- 탄소(C), 질소(N), 물(H₂O)의 순환 게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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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란 지구환경을
포함한 무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를 포함하며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
는 전환되는 생명력을
지닌 시스템(system)
이다.
‣ 생태계 평형은 생물과
무생물의 개체수, 생물
량, 에너지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유지될 수 잇
음을 강조함.
‣ 교사용 참고자료
<영화> 마션
https://youtu.be/
EpgPSztcoWE

모둠별 활동지

50분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자료 및 유의점

소요시간

✔ 물질 순환 비주얼씽킹(Visual thinking) : 탄소, 질소, 물 순환
생태계 먹이사슬

생태계 평형

생명체 내 물의 특성
H

O
H

104.5˚

수소 결합

H
H
H

O
H

출처: 천재교육

H

O

공유 결합

H

H

O

H

O

H
H

H
H

O

O

출처: 천재교육

[참고자료]

모둠 구성,
상황 제시,
따라하기

✔ 지구 구성 물질 종류 및 기능
- 지구 구성 물질이란?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된 원소는 탄소(C), 수소(H), 산
소(O), 질소(N) 등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생명체
내의 유기물을 구성한다. 탄소, 수소, 산소는 탄수화물과 지
방의 주 구성 원소이며, 질소가 첨가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을 이룬다.
물은 수소, 산소로 구성되며 인체 중량의 약 70%를 이루고
여러 가지 화학반응을 촉매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
다. 물은 산소와 수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로 인해 수소결합이
형성되며 다른 물질과의 응집력, 부착력, 표면장력이 형성된
다. 또한 물은 수소결합으로 인해 다른 용매에 비해 비열이
높아 생명체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지구 표면의
70%를 싸고 있는 물은 얼음에 비해 밀도가 높아(4℃) 얼음
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 위에 뜨게 되고 그 결과 겨울에도
물속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 물의 특성은 생명체의
중요한 특성으로 생명유
지활동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50분

수소결합

얼음

액체 상태의 물

수소결합들이 안정하다.

수소결합들의 끈김재생 현상이 지속된다.

[그림 1] 얼음과 물의 분자배열

• 창의적 역량
도전정신

창의 〮 융합

의사소통

문제해결력

○

○

○

○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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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 구성 및 수업 상황 제시
▶ 모둠 구성
DISC 성격유형별로 모둠 속의 역할을 결정하자.
모둠을 번호 순서로 구성하거나 임의로 구성하면 어떤 모둠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둠
원 각자의 성격유형을 결정하고 서로 다른 성격유형을 모아 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D 유형 학생이 I, S, C 유형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그렇게 선발된 모
둠은 다양한 성격으로 상호협업이 되어 원활한 모둠활동을 할 수 있다. D는 모둠장이 되며, I는 활동 중 모둠원
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준다. S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동조하여 협업을 하게 해준다. C는 자신이 가
진 분석력을 발휘해 본 프로그램의 논리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D

I

S

C

주도형
(Dominance)

사교형
(Influence)

안정형
(Steadiness)

신중형
(Conscientiousness)

• 충성심을

보인다.
• 남의 말을 잘 듣는다.
•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일을 수행한다.
• 참을성을 보인다.
•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한다.
• 흥분한 사람을 진정시킨다.
• 안정되고 조화로운 환경
을 만든다.
• 갈등이 적은 환경을
원한다.
• 그룹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 변화가 없는 한 현상을
유지한다.

•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쓴다.
• 분석적으로 사고한다.
• 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중요한 지시나 기준에
관심을 둔다.
• 외교적 수완이 있다.
• 갈등에 우회적으로 접근
한다.
• 정확성을 점검한다.
• 상황,활동에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이
명확하다.
• 전문기술과 성취를 인정
받고자 한다
• 왜 라는 질문을 요구한다.

•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린다.
• 리더십을 발휘한다,
• 빠르게 결과를 얻는다.
•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킨다.
• 도전을 받아들인다.
• 기존상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 복잡한 사안들을 잘
처리한다.
•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
• 개인적 성취욕이 높다.
• 통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롭다,
•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좋아한다.

•
•
•
•
•
•
•
•
•
•
•


호의적인
인상을 준다.
말 솜씨가 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사람들과 접촉한다.
다른 사람들을 북돋운다.
열정적이다.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그룹활동을 좋아한다.
사회적 인정, 인기를
원한다.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하길 원한다.
의사표현이 자유롭다.

나의 DISC 성격유형은 D , 모둠 속 역할은 이끔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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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시 : 지구 환경 문제로 인해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할 때 지구와 같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공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우주에서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행성(골디락스
존)을 찾았다. 그런데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순환시키고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에는 물질과 에너지가 있다. 인간이 살기에 적당한 골디락스 존의 행성을 찾
았지만 꼭 필요한 물질이 없는 경우를 필연적으로 만날 것이다. 혹은 생명체의 성장이나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형태의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결핍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꾸준히 유지되는 생태계 시스
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제 여러분은 어렵게 찾아낸 골디락스 존의 행성 X에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 인류의 이
주를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팀의 일원이다. 인간의 지속적 삶의 토대를 완성해 보자.
익숙하지 않은 이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처음에는 쉬운 난이도에서 시작하여 융합적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
하고, 점점 난이도를 높여 가장 높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해결 과정을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난이도는 BLUEGREEN-RED 순이다.
- BLUE에서는 수증기는 많지만 물이 부족한 환경이라 물을 생산해야 한다.
- GREEN에서는 지구와 흡사하지만 생태계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RED는 극심한 일교차와 유기물이 없는 환경으로 물질과 에너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
RED

GREEN

BLUE

▶ 상황제시
• 생태계평형 - 동영상 자료 제시
- 생물적요소와 비생물적요소가 서로 작용, 반작용하는 안정된 생태계
- 물질은 순환하고 열에너지를 제외하고 에너지는 전환되는 생태계 제시
H

O
H

104.5˚

수소 결합

H
H
H
H

O
H

생태계 먹이사슬

생태계평형

(출처: 천재교육)

(출처: 천재교육)

H

O

공유 결합

H

O

H

O

H
H

H
H

O

O

생명체 내 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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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oncepts

생태계 평형이란 무엇인가?

작은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유리병이나 그릇과 같은 작은 공간 속에 모래, 자갈 등을 깔고 식물과 더불어 다
양한 생물을 같이 키우면 물이나 공기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물질이 순환하고 에너지가 전
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거대한 행성에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면서 다양항 요인들이 존재하는 생태
계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부터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자.

• 작은 인공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생물요인과 비생물 요인을 정리해보자.
생물 요인

비생물 요인

• 생산자(식물)
• 소비자(동물)
• 분해자(미생물)

• 기온, 습도
• 화합물
• 자기장, 빛 등

• 작은 인공생태계의 생물 요인을 찾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해보고 이들의 관계를 먹이
사슬로 표현해보자.

• 생태계평형
상태에 대해 모둠원과 의견을 나누면서 정의를 내려보자.

생물 요인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피라미드 구조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비생물 요인이 생물의 생존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물이 순환하여 시스템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기물의 원료인 탄소가 순환하여야 한다.
단백질이나 암모니아의 원료인 질소가 순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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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it

생태계란 무엇인가?

생태계(ecosystem)란 생물이 주위 환경 및 다른 생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체
계이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생물적인 요소는 주로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 영양 생물인 생산
자,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하여 유기물을 얻는 종속 영양 생물인 소비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
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다.
비생물적인 요소는 생물을 둘러싼 무기 환경 요소인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무기염류 등으로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

[그림 1] 생태계 구성요소(출처: 천재교육)

생태계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중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 한다. 예를 들면
가을이 되어 식물의 잎에 단풍이 드는 현상이 있다. 반대로 생물이 비생물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
라 하며, 지렁이가 토양에 공간을 만들어 통기성을 증가시키는 것 등이 있다. 생물과 생물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
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 하며, 뿌리혹박테리아가 콩과식물에게 공기 중 질소를 고정하여 주고, 콩과식물은 뿌
리혹박테리아에게 유기물을 제공해주는 현상이 있다.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소뿐 아니라 빛, 물, 공기 등 무기적인 환경도 포함되며 인간에 의해 이러한
Guide

환경이 파괴되면 결국 생명체인 인간에게 그 영향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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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 평형을 위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Basic Concepts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생태계에서 생물이 이용하는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하면 다시 이용할 수 없지만 물질은 형태를 달리하면
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생태계의 생물 군집은 환경과 끊임없이 물질을 주고받으므로 생태계에 존재하는 물질
은 고갈되지 않고 생태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탄소의 순환
탄소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로서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생물체에 존재하는 탄소
는 물 속의 이산화탄소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생물에 의해 유기물 형태로 동화된다. 유기
물 속의 탄소는 먹이사슬을 따라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달된다. 소비자는 이 유기물을 생장이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호흡에 사용하며, 호흡에 의해 유기물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대기에 돌아간다.

[그림 2] 생태계 탄소 순환 (출처: 천재교육)

질소의 순환
질소는 생물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이나 핵산 등의 중요 성분으로 대기 중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
부분의 생물은 대기 중의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식물은 일반적으로 질소를 토양에 있는 암모늄 이온
(NH₄+)과 질산 이온(NO₃-)의 형태로 뿌리를 통해 흡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대기 중의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질소고정이 일어나야 하는데 토양 속의
뿌리혹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같은 질소고정세균에 의해 대기 중의 질소가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전환
된다. 이렇게 전환된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은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되어 식물체 내 질소동화작용에 의해 단
백질과 핵산으로 합성된다. 질소화합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동식물의 몸을 구성한다. 사체
나 배설물 속의 질소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어 암모늄 이온이 되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간다. 또한 토양
속의 질산 이온은 질산분해세균에 의해 질소 기체가 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질소 성분은 생물과 환
경 사이를 오가면서 생태계 내에서 계속 순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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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생태계 질소 순환(출처: 천재교육)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생태계에서 이용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이다. 태양의 빛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화학에너지
로 전환되어 유기물 속에 저장됨으로써 생태계로 유입된다.
이 유기물은 먹이사슬(먹이연쇄)를 따라 이동하면서 소비자인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사체나 배설물
속의 유기물은 분해자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림 4] 생태계 내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비교(출처: 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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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 따라하기
Basic Concepts

영화 <마션> 속 생태계 구성 요소 찾아보기

※ 영화 <마션>을 보고 다음 그림 속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 주인공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 중 인공생태계가 공급하는 물질을 원 안에 써 넣어보시오.

주인공의 생존

물

- 감자의 생장에 필요한 물질 중 인간을 포함한 인공 생태계가 공급하는 물질을 원에 써 넣어보시오.

감자의 생장

CO₂

- 인간과 감자 사이에서 물질은 어떻게 이동하는가?
- 인간과 감자 중 한쪽이 사라지면 주인공이 만든 인공 생태계는 어떻게 될지 토의해 보자.
<자료 출처 : 금성출판사 통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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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활동지1 - 생태계 평형을 위한 지구 물질 순환 레이스 게임

✔ 물 순환 레이스 게임판
극지방에서
빙하가 만들어짐

극지방에서 수증기가
눈이 되어 지표로 떨어짐

구름에서 눈이나 비가
만들어져 지표에
강수 과정으로 물이 이동

공기가 불안정하여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 형성

공기가 불안정하여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 형성

구름에서 눈이나 비가
만들어져 지표에
강수 과정으로 물이 이동

극지방에서
빙하가 만들어짐

극지방에서 수증기가
눈이 되어 지표로 떨어짐

대기 순환으로
수증기가 기권으로 이동
빙하가 녹아서
해수나 담수로 흐름
해수의 순환으로
바닷물이 표층과 심층
사이에서 순환
토양에 포함된 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이동
지표로 떨어진
눈이나 비가 지하수로
흘러듦
담수가 증발해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

물(H₂O) 순환 레이스

빙하가 녹아서
해수나 담수로 흐름

1. 두 명이 시작점을 나눈다.
 학생은 윗 칸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2. A
문장을 읽는다.
3. B
 학생은 아래 칸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장을 읽는다.
4. 두 학생이 만나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사람은 계속 읽고, 진 사람은 시작점에서
5. 이긴
다시 출발하여 문장을 읽는다.
6. 상대방

시작점에 도착한 사람이 레이스에서
승리한다.

지하수나 담수가
바다로 흘러듦

대기 순환으로
수증기가 기권으로 이동

A 시작점 ⇢

토양에 포함된 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
해수의 순환으로
바닷물이 표층과 심층
사이에서 순환
담수가 증발해서
대기로 물이 이동
지표로 떨어진
눈이나 비가 지하수로
흘러듦
바닷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이동

물(H₂O) 순환 레이스 시작
바닷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

Guide

⇠ B 시작점

지하수나 담수가
바다로 흘러듦

지구에서 탄소, 질소, 물과 같은 물질은 순환하여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태계
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주어진 물(H₂O)의 순환 레이스게임 예시처럼 탄소(C)와 질소(N)
순환 레이스 게임을 만들어 게임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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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순환 레이스 게임판

탄소(C) 순환 레이스
1. 두 명이 시작점을 나눈다.
2. A 학생은 윗 칸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문장을 읽는다.
3. B 학생은 아래 칸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장을 읽는다.
4. 두 학생이 만나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5. 이긴 사람은 계속 읽고, 진 사람은 시작점에서
다시 출발하여 문장을 읽는다.
6. 상대방 시작점에 도착한 사람이 레이스에서
승리한다.

A 시작점 ⇢

탄소(C) 순환 레이스 시작
⇠ B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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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순환 레이스 게임판(활동 예시)
해수에 녹은 이산화탄소가
탄산염으로 변환

동물의 호흡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

식물이 화석화되어
화석연료로 변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음

동물들이 식물을
먹이로 섭취함

탄산칼슘이
해저 바닥에 퇴적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으로
유기물에 의해 전환
해수의 온도가 높아져
해수에 녹아있는 탄산
일부가 대기로 방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방출됨

탄소(C) 순환 레이스
화산 폭발에 의해 대기 중
으로 이산화탄소 방출됨

해저 탄산염이
맨틀로 하강함

1. 두 명이 시작점을 나눈다.
2. A 학생은 윗 칸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문장을 읽는다.
3. B 학생은 아래 칸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장을 읽는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유기물로 전환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이산화탄소 제거

4. 두 학생이 만나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5. 이긴 사람은 계속 읽고, 진 사람은 시작점에서
다시 출발하여 문장을 읽는다.
6. 상대방 시작점에 도착한 사람이 레이스에서
승리한다.

해수의 온도가 높아져
해수에 녹아있는
탄산 일부가 대기로 방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음

해저 탄산염암이
맨틀로 하강함

화산 폭발에 의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방출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이산화탄소 제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방출

동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 방출됨

A 시작점 ⇢

식물이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탄소(C) 순환 레이스 시작
식물의 광합성으로
만든 유기물이
동물로 전달함

⇠ B 시작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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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 순환 레이스 게임판

질소(N) 순환 레이스
1. 두 명이 시작점을 나눈다.
 학생은 윗 칸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2. A
문장을 읽는다.
3. B
 학생은 아래 칸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장을 읽는다.
4. 두 학생이 만나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사람은 계속 읽고, 진 사람은 시작점에서
5. 이긴
다시 출발하여 문장을 읽는다.
6. 상대방

시작점에 도착한 사람이 레이스에서
승리한다.

A 시작점 ⇢

질소(N) 순환 레이스 시작
⇠ B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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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 순환 레이스 게임판(활동 예시)
토양 속 질산이온은
탈질소세균에 의해
질소 기체가 되어
대기로 돌아간다.

질소고정세균이 대기 중
N₂를 암모늄이온으로
만든다.

공중 방전에 의해
대기 중 N₂가
질산이온이 된다.

생산자에 흡수된
질소화합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된다.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 질소화합물이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이온이 된다.

생산자에 흡수된
질소화합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된다.

토양 속 질산이온은
탈질소세균에 의해
질소 기체가 되어
대기로 돌아간다.

질소고정세균이 대기 중
N₂를 암모늄이온으로
만든다.

질산이온은
질소동화작용으로
생산자에 의해
흡수된다.
토양 속
암모늄이온으로
질화세균에 의해
질산이온으로 산화된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체는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이온이 된다.
생산자에 흡수된
질소화합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된다.
질산이온은
질소동화작용으로
생산자에 의해 흡수된다.

질산이온은
질소동화작용으로
생산자에 의해 흡수된다.

질소(N) 순환 레이스
1. 두 명이 시작점을 나눈다.
 학생은 윗 칸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2. A
문장을 읽는다.
3. B
 학생은 아래 칸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장을 읽는다.
4. 두 학생이 만나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사람은 계속 읽고, 진 사람은 시작점에서
5. 이긴
다시 출발하여 문장을 읽는다.
6. 상대방

시작점에 도착한 사람이 레이스에서
승리한다.

공중 방전에 의해
대기 중 N₂가
질산이온이 된다.
생산자에 흡수된
질소화합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된다.
질소고정세균이
대기 중 N₂를
암모늄이온으로 만든다.
질산이온은
질소동화작용으로
생산자에 의해 흡수된다.

공중 방전에 의해
대기 중 N₂가
질산이온이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체는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이온이 된다.

토양 속 질산이온은
탈질소세균에 의해
질소 기체가 되어
대기로 돌아간다.

공중 방전에 의해
대기 중 N₂가
질산이온이 된다.

질산이온은
질소동화작용으로
생산자에 의해 흡수된다.

A 시작점 ⇢

질소(N) 순환 레이스 시작
⇠ B 시작점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체는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이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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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Me

지구 물질 순환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기

지구 물질 순환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주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비주얼씽킹을 제작하여보자.

가운데 원 중심에 키워드인 탄소 순환, 질소 순환, 물 순환 중 한 가지를 적는다. 이때 색깔 있는 펜으로 글자를
표현해도 되며 원 내부에 물질을 표현하는 로고를 그려 넣어도 된다.

물질 순환 비주얼씽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 탄소 순환에는 태양 빛에너지, 식물의 광합성, 식물과 동물의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CO₂) 방출, 생태계 내
의 먹이사슬에 의한 유기물의 이동, 분해자에 의한 생산자, 소비자 내의 유기물 분해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
- 질소 순환에는 질소고정세균(뿌리혹박테리아 등), 암모늄이온, 질산음이온, 질화작용, 질소동화작용, 탈질
화작용 등이 들어가도록 지도한다.
- 물의 순환에는 바다, 강의 증발로 인한 물의 기화작용, 수증기 응결에 의한 강수작용,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
는 증산작용, 생물체 내에 저장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는 수분 등을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 3가지 종류의 물질은 모두 지구 생태계에서 순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그리도록 지도한다.

2~3차시까지 활동을 진행하면서 계속 수정해 4차시에 갤러리 워크 형태로 발표할 예정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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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씽킹(Visual thinking)으로 표현하기

read it

비주얼씽킹이란?
비주얼씽킹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각을 글과 그림, 기호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에 이
용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빠르고 정확하게 의
사를 표현하는 것일 것이다. 비주얼씽킹에서 사용되는 그림은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이나 사물의 특징을 간단하
면서도 빠르게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의사표현하고 정보를 나누는 데 있어 비주얼씽킹을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시각적인 자료이므로
직관적이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며 속도가 빠르다. 그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며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내거나, 의사를 결정해야할 경우 훨씬 신속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하
고자 하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으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
구가 된다. 또한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감정의 치유효과를 가져오고, 행동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더욱 오래
기억하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러한 비주얼 씽킹은 최근 기업에서 시간
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몇몇 학교의 교실 현장에서도 수업 과정에 도입하려는 선생
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주얼씽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스케치북에 자유롭게 그리기
2. 버블맵 이용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인드맵과 비슷하다.
3. 더블버블맵 이용하기: 두 가지 개념 혹은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는 데 유리하다.
4. 서클맵: 원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에 개념 혹은 대상을 쓰고 원의 바깥 부분에 설명을 쓴다.
5. 핑거비주얼 씽킹: 자신의 손가락을 본 떠 그리고 손가락과 손 부분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비주얼씽킹의 5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학습주제(내용)
제시하기

2단계
핵심어
표시하기

3단계
레이아웃
생각하기

4단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5단계
활동 공감
나누기

비주얼씽킹 수업은 일반적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핵심어를 레이아웃에 따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
친다. 그러나 반드시 이 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수업모형(거꾸로교실, 하브루타, 토의·토론 등)과
연관하여 수업 도입이나 정리 부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참고 : 구글 검색/ 생각을 그리다, 비주얼씽킹(우치갑)>

Guide

비주얼씽킹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라면 무엇이든'(그림, 그림의 일부, 도표, 실제 사물, 지도 등) 활용하는 것이다. 생각은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즉, 화살표부터 벤다이어그램, 도표,
낙서, 정밀한 그림까지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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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시

나만의 인공생태계 설계하기

수업 형태

강의, 토의, 모둠별 학습

차시

2/4~3/4

학습 목표

-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전환되는 나만의 인공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다.
- 생태계 구성요소인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가 포함되도록 인공생태계를 설계한다.
- 골디락스 존의 특수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나만의 인공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다.
- 골디락스 존 행성 X의 극한 환경에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인공생태계 설계하기

융합 요소

: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가 포함되도록 인공생태계 설계하기
: 골디락스 존에서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인공생태계 설계하기
: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인공생태계 제어하기

수업 단계
상황 제시

교수·학습 활동
✔ 인공생태계인 바이오스피어2(Biosphere 2)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a7B39MLVeIc)

수업 자료 및 유의점

소요시간

‣ 교사용 참고자료(유튜브)

100분

https://youtu.be/
a7B39MLVeIc

기술체험
따라하기

✔ 우주 인공생태계 기술 따라하기(BLUE 레벨)
- 우주 인공거주지에서 물을 인공적으로 순환하는 기술
- 펠티어 소자 구조 및 원리이해 하기
- 심지관수법 구조 및 원리이해하기

‣ 인공생태계는 너무 복
잡하게 설계하지 않고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여
실제로 제작이 가능하도
록 조언한다.
‣ 인공생태계는 단순히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식물이 지속적으
로 생육할 수 있도록 배
양토나 마사토, 자갈, 숯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도
록 지도하여 생명에 대
한 소중함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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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설계하기

교수·학습 활동

수업 자료 및 유의점

소요시간
50분

✔ 지속가능한 인공생태계의 제작
- [모둠 프로젝트 활동] 지속가능한 인공생태계 설계
- 오랜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인공생태계 제작
- 페트병, 유리병, 토양, 자갈, 숯 등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작
은 인공생태계를 설계하기
-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전환되는 인공생태계 설계
- 탄소 순환, 질소 순환, 물 순환 기작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생태계 설계

‣ 레벨에 따라 활동의 방
향에 차이가 남을 설명하
고, 모둠이 모둠의 역량
을 고려하여 레벨을 선택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모든 모둠이 GREEN
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며
GREEN은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디자
인 싱킹 과정을 따라가며
✔ 극한 환경에서 인공생태계 구현하기(GREEN, RED)
- 생태계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는 GREEN 레벨에서 지속 RED는 새로운 환경을
가능한 인공생태계를 설계하고 구현하기(아두이노를 이용한 분석하는 것부터 디자인
관련 기술을 체험활동으로 습득하면서 문제를 정의하고 개 싱킹을 따라가도록 함.
선 방안을 찾는 활동)

스마트팜

-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RED 레벨에서 인공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창의적으로 설계하여 구체화
하기
✔ 문제 정의하기
- 공감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 정의하기
- 가장 가치로운 문제 정의하기
- 문제정의는 관점서술문 방식으로 정의하기
✔ 해결책 찾기
-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
- 대칭사고기법을 활용하여 사고하기
- 가장 독창적이며,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선정하기
✔ 프로토타입제작하기
- GREEN레벨에서는 실제 작동하는 인공생태계 제작하기
- RED레벨을 선택한 경우는 계획 계획을 발표자료로 제작하기

• 창의적 역량
도전정신

창의 〮 융합

의사소통

문제해결력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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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 인공생태계 기술 따라 하기
우리는 1차시에서 탄소, 질소, 물의 순환 보드게임을 통하여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골디
락스 존의 X행성에는 지구의 환경보다 더욱 열악하고 생태계의 구성요소가 결핍되어 있을 것이다. 2차시에는 골
디락스 존의 X행성이 생태계에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물이 부족으로 인한 우주 인공거주지(우주호텔 등) 내에서
물을 인공적으로 순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환경인 BLUE단계를 가정한다. 우주 인공생태계 기술 따라하기를
통해 Blue단계(지구보다 약간 낮은 위험 요소가 있는 생태계)에서 인공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 환경조건
-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지구의 대기 성분 물질 대부분이 존재한다.
- 온도는 평균적으로 20도 정도이며, 일교차가 크지는 않다.
- 수증기 형태로 물 분자가 존재하며, 액체 상태의 물은 매우 부족하다.
- 물이 부족하여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생태계가 미미하다.
-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자원은 풍부한 편이다.

[그림 5] 골디락스 존 X행성의 가상의 인공 거주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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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Me

우주 인공생태계 기술 따라하기

우주 인공생태계 기술 체험
물이 매우 결핍되었을 우주의 인공거주지 내에서 실내의 수분을 인공적으로 모아 식물의 물로 공급해보자.

• 체험 내용
인공거주지 내의 수증기를 펠티어 소자 활용 기술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물을 모아 식물에 공급하고 재순환
하는 인공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 체험방법
- 체험재료: 전원어댑터, 서멀구리스, 레이저컷팅 덮개, 단열패드, 2구 콘트롤 박스, 화분, 펠티어 소자
(TEC1-12704), 방열판(60x45mm), 십자드라이버, 화분심지, DC전원변환젠더, 방열판나사,
팬, 방열판(80x80mm), FAN 안전망, 500ml 생수폐병

[그림 6] 인공생태계 물모으기 재료

인터넷 검색을 통한 다양한 사례를 찾아 우주 생태계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과학 이론을 기반으로 창의 융합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순실험에서
그치지 말고 이 체험을 통하여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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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공생태계 물모으기 재료

• 제작방법
① 80mm 방열판과 60mm 방열판 사이에 펠티어 소자를 [그림7]과 같이 장착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펠티
어 소자는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는 펠티어 소자에 모델명이 적혀 있는 것을 구분
하여 확인하고 장착한다. 그 외에도 방열팬을 부착할 때 방향을 반대로 부착하게 되면 팬이 반대로 회전하
여 냉각 효과가 전혀 없으니 팬에 부착되어 있는 모델명 글자로 앞뒤를 확인한다. 한편, 펠티어 소자에 바
르는 구리스(grease)는 써멀 구리스(Thermal Grease)로 열을 전달하기 위해 사이에 들어가는 높은 열전
도율을 가진 유체 물질이다.

[그림 8] 물모으기 장치와 화분 연결하여 물 공급하는 모습

위험한 전기, 니퍼, 칼 등을 다루어야 하므로 안전에 주의한다.
최근에 업사이클링 기법으로 심지관수법을 자주 이용하는데 또 과학 및 환경과 관련된 융합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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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펠티어 소자와 방열판, 방열팬이 조립이 되었다면 방열팬과 펠티어 소자에 전원을 인가해야 한다. 기본적
으로 빨간색 선은 양극이며 검정색 선은 음극을 의미한다. 같은 색깔끼리 선을 꼬은 후 터미널 단자에 극성
에 표시된 대로 드라이브로 연결한다. 만약 반대로 연결하면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의해 팬의 방향이 반대
로 회전하며 펠티어 소자 또한 냉각와 가열현상이 반대로 일어난다. PET생수병은 공기중의 물을 모으는
용도이며 모아진 물을 화분의 흙으로 빨아들이도록 심지를 이용한다. 심지는 천이나 부직포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심지관수법이라고 한다.

• 과학 이론적 근거
① 펠티어 소자 원리
- 두개의 서로 다른 금속(p형, n형 반도체)이 2개의 접점을 가지고 붙어 있을 때 이 두 금속 양단에 직류전압
을 인가할 때 전자가 전위차가 있는 금속을 이동하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에너지를 금
속에서 가져온다.
- 전류가 시계 반향으로 흐르게 되면 P형 반도체 내에서 정공은 1번에서 생성하고 정공은 2번으로 이동하며, 이
동할 때 열도 같이 이동시킨다. 이로 인해 1번과 4번은 냉각되며, 2번과 3번은 발열된다. 이 효과를 펠티어효
과라고 한다. 인가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바꾸어 준다면, 냉각부와 발열부는 서로 바뀌게 되며 열의 흐름도 반
대가 된다.

[그림 9] 펠티어 소자 구조

[그림 10] 펠티어 소자 원리

② 심지관수법
심지관수 방식은 심지의 모세관 작용에 의해 화분 속으로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저면 관수 방식으로 오
래전부터 개발한 방식으로 본 생태계 프로그램에서 폐PET병에 수분이 모여 화분을 관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분이 화분으로 공급되어 매우 편리하며 최근에 업사이클링 화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관수법의 과학적 원리는 모세관현상(모관현상:毛細管 現像)으로 작은 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액체가 올
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이다. 물의 경우 관과 액체 사이의 점착력이 액체 분자 사이의 응집력보다 커져 모세관
의 벽을 따라 액체가 상승하는데 관의 직경이 작을수록 모세관현상이 더 잘 나타난다.

골디락스 존의 X행성 개발 ㅣ 인공생태계 개발하기 • 35

[그림 11] 심지관수법 구조

[그림 12] 모세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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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활동지1 - 우리가 발견한 골디락스 행성 X에서 부족한 물을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여 의견을 모아보자.

다음은 수증기를 물로 응결시켜 모으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를 바탕으로 물을 모을 수 있는 방
법을 자유롭게 제시해보자. 아이디어가 나오면 연관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것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차갑게 만들어 수증기를 응결시킨다.’ 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연관지
어 생각해서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니 응결시키기 쉽게 더 차가운 부분을 만든다.’ 와 같이 더 구체화시
기는 것도 가능하다.
제시자료
‣ 관련 과학이론(안개포집장치 실험)
https://kids.hyundai.com/kidshyundai/safetyEnvironment/learnenvDet.kids?ctgrMgrpCd=
&cotnSn=2264&scyScnCd=&dtlCtgrLgrpCd=ENV2&dtlCtgrSgrpCd=&page=1
아이디어

연관지어 확장하기

온도차를 만들어야 한다.

실내와 실외의 차가움을 이용하기 위해
자동으로 밤이 되면 실외로 나간다.

웅덩이를 만든다.

웅덩이에 비닐이나 천을 덮어 응결이 되도록 한다.

교사용 자료
• 관련 과학이론(안개포집 장치 실험)
- 나이브 사막 지역에서 딱정벌레들이 물을 포집하는 방법: 딱정벌레가 등껍질을 이용해 이슬을 포집함
- 이를 응용하여 플라스틱 그물을 걸어 안개나 비 등으로부터 물을 얻을 수 있는 물 포집 기술을 캐나
다 자선단체인 포그케스트(FogQuest)가 이용하여 물부족을 겪는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포그퀘스트의 수분 포집장치(출처: www.fogque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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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포집 장치 제작 방법
가. 준비물: 실, 종이컵, 가습기, 나무젓가락, 망사포장지, 우드락, 테이프
나. 제작 순서:
① 망사 포장지를 돌돌 말아 실로 묶는다.
② 우드락 위에 나무젓가락 2개를 기둥처럼 만든다. 이때 고정은 테이프를 이용한다.
③ 기둥 2개 위에 나무젓가락을 마치 철봉처럼 연결한다.
④ 철봉 바로 아래 물을 모들 수 있는 종이컵을 놓아둔다.
⑤ 기둥위의 철봉에 돌돌 말은 망사포장지를 관통한다.
• 참고동영상

안개포집장치 https://youtu.be/K7MVmsNm05c
- 딱정벌레의 물을 포집하는 원리: 딱정벌레의 등껍질에는 돌기가 촘촘하기 있는데 일교차가 큰 사막
에서 딱정벌레가 등을 세우고 물구나무를 선다. 안개 속의 물이 돌기에 붙어 돌기 사이로 물이 내려
와 딱정벌레 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Guide

과학발전은 자연에서 발견하고 응용하여 수많은 도전과 시도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정답이
아닌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주지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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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인공생태계의 제작하기
Basic Concepts

생태계 내 에너지 흐름

생태계로 유입된 태양의 빛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화학에너지로 유기물에 저장되어 먹이연쇄를 따라
상위영양단계로 이동한다. 이때 유기물 속의 에너지는 먹이연쇄의 각 영양단계에서 호흡을 통해 열에너지 형태
로 방출되어 흩어지고 남은 에너지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따라서 먹이연쇄의 상위영양단계로 갈수록 이동하
는 에너지양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생태계로 들어온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먹이연쇄를 따라 한쪽 방
향으로만 흐르게 되면서 없어지므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생태계로 유입되어야 한다.

생물량
생태계의 각 구성요소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으로 생태계에 유입된 에너지가 유기물의 형태로 먹이연
쇄를 통해 각 영양단계를 통해 이동할 때 주어진 영양단계의 생물량에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만이 다음 영양단계
의 생물량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군집에서 먹이연쇄의 최하위 영양단계가 가지는 생물량이 가장 많
으며 영양단계가 높아질수록 생물량이 감소한다.

생태피라미드
생태피라미드란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체량, 개체 수, 에너지양을 하위 영양 단계로부터 상
위 영양 단계로 차례로 쌓아 올린 형태를 말한다. 생산자인 알팔파, 1차 소비자인 소, 2차 소비자인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생태피라미드(그림출처: 천재교육)

먹이연쇄를 통해 상위영양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영양단계의 소비자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효율은 생태계 한 영양단계에서 다음 영양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하며 상위영양단계로 갈
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하지만 에너지효율은 증가한다.
에너지 효율(%) =

현 영양단계가 보유한 에너지량
X 100
전 영양단계가 보유한 에너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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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활동지2 - 인공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설계해보자.

✔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전환되는 인공생태계에 필수적인 요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 생태계의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 무생물적 요소에 빛, 물, 공기가 포함되어 있는가?
- 생산자인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생태계 각 영양 단계와 물질 순환 과정의 명칭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가?

Guide

브레인스토밍의 기본원칙은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이며, 비평하지 않고 포용하는 자세이다.
많은 아이디어가 발산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포용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자.

40 • 2020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 고등학교 교사용

활동지3 - 다음 조건을 고려한 우리 모둠만의 미니 바이오스피어2를 만들어보자.

Student Activities

✔ 미니 인공생태계 제작 조건
- 준비물: 1.5L 페트병, 작은 수조, 고무관, 모터, 빨대 등 재활용품
- 식물의 종류: 이끼류, 작은 다육식물 등
- 생태계 성공 조건: 밀폐된 환경에서 최대한 오랜 기간 생물이 서식할 수 있고, 개체수가 안정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 가급적이면 인공생태계 내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모두 서식해야 한다.

[제작 예시]

Guide

완벽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싱킹 기법의 시제품 제작단계의 원리를 적용
하여 점차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함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시험하기

디자인 싱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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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한 환경에서의 인공생태계 설계하기
행성 X의 극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가능한 생태계 시스템을 자동으로 운영되는 인공생태계를 설계
하고 구축해 보자.
3차시에는 골디락스 존의 행성 X를 두 가지 환경으로 가정하고 인공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 설계 및
제작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가지 환경을 살펴보면, GREEN 레벨은 지구와 흡사하지만 생태계가 전혀 구
성되어 있지 않아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환경이다. GREEN 레벨에서는 4차산
업혁명의 기본 기술인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공생태계를 운영하는 과정을 체험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새
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시스템을 수정하는 창의적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도록 한다.
나아가 심화활동으로 제시된 RED 레벨은 극심한 일교차와 유기물이 없는 환경으로 물질과 에너지 두 가지 측
면에서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
RED

GREEN

우리 팀의 역량을 파악하여 팀이 해결한 레벨을 결정해 보자. GREEN 레벨은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행성에
서 지속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인공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제이다.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도 된다. GREEN 레벨
에서는 인공생태계를 직접 제작하여 작동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산출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RED 레벨은 생태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유기
물이 없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과 구성물질이란 요소가 빠져 있다. RED 레벨에서는 작동되는 산출
물을 제작할 수 있다면 제작하되,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과정을 개발 계획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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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Me

Green 레벨에 아두이노를 활용한 인공생태계 따라하고 응용하기

아두이노로 스마트팜 만들기
우주에서 미니 인공생태계를 만들고, 인공생태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해보자.

• 체험 내용
골디락스 존 X행성에서 자동으로 운영하는 생태계 제작 원리를 체험하는 것으로 현재의 온·습도와 화분 내의
토양습도를 측정하여 물이 부족하면 물펌프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낮시
간에 인공빛을 보조하여 식물이 광합성이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15] 스마트팜 시제품

• 스마트팜에서 과학/기술 교과 원리
▶ 스마트팜의 구동원리
- ICT(정보통신기술)와 농업이 만나는 스마트팜의 핵심은 통신을 통해 코딩한 명령을 토대로 마이크로콘트
롤러가 환경을 제어하는데 있다. 이 마이크로콘트롤러는 온도, 습도, 난방, 온실콘트롤, 양수부 관리 등 여
러 항목이 있다. 특히 온실 밖 온도가 안의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으면 스크린을 닫거나 일사량이 평균값의
1/8보다 작으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명령체계이다.
- [그림 16]의 동아마이스터고의 스마트팜의 구동원리는 아두이노라는 통합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제어 명령
을 입력하고 입력장치인 토양습도센서를 통한 습도정보를 코딩된 명령어 기반의 아두이노가 습도양의 정도
에 따라 출력장치인 LED 도트 매트릭스에 현재의 습도 모습을 물이 필요(우산 아이콘)한지 물이 충분한지
(스마일 아이콘)를 표시한다. 여기에 블루투스 통신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체험동영상] [스마트팜] https://youtu.be/7aZmN8IJZ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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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동아마이스터고 스마트팜 시제품

- 기술과정 교육교과의 성취기준 “융합적 형태로 발달하고 있는 기술의 개념과 분야에 대하여 이해하고, 메카
트로닉스, 나노 기술, 3D 프린터의 특징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요소를 파악한다.”의 내용을 기반
으로 본 스마트팜의 구동원리인 기술적 요소를 파악해 볼 수 있다.
-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나노 기술 등과 통신기술과 원격 기술, 우주항공기술이 학습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 체험하기
▶ 물 공급, 온습도 모니터링, LED 광합성용 조명 등이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 체험
- 준비물: 아두이노 우노(USB케이블 포함), 모터펌프, LCD, 브레드보드, 3색 LED, 온습도 센서, 조도센서,
모터 드라이브, 토양센서, 점퍼케이블, 화분
- 동작방식: 코딩된 제어정보대로 동작하는 아두이노가 온·습도센서에서 입력된 정보를 I2C LCD에 출력하
며 조도센서를 통한 빛의 세기에 따라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촉진하도록 3색 LED를 점등 또는 소등을 한
다. 특히 밤에는 식물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점등되지 않는다. 토양센서를 통한 토양 습도에 따라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화분에 급수하기도 한다.

[그림 17] 스마트팜 외형 설계

브레드보드로 활용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쉽게 하는 방법은 배선끼리 서로 선을 꼬은 다음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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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스마트팜 회로도

• 소스코드
#include <Wire.h>
#include <LiquidCrystal_I2C.h>/*LiquidCrystal_I2C*/
#include <DHT.h>
#define DHTPIN 2

// DHT11.h 라이브러리를 포함
// DHTPIN를 2로 정의

#define DHTTYPE DHT11

// DHTTYPE를 DHT11로 정의

DHT dht(DHTPIN, DHTTYPE);
#define A_SOIL_HUMI A0
#define O_PUMP_A 6
#define O_PUMP_B 5
#define O_RGB_R 10
#define O_RGB_G 9
#define O_RGB_B 11
#define On_Time 500
#define LCD_I2C_ADDR 0x27 //0x3F
LiquidCrystal_I2C lcd(LCD_I2C_ADDR, 16, 2);
int soilHumidity;
int h;
int t;
/*디지털핀 초기화하기*/
void initP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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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Mode(O_PUMP_A, OUTPUT);
pinMode(O_PUMP_B, OUTPUT);
pinMode(O_RGB_R, OUTPUT);
pinMode(O_RGB_G, OUTPUT);
pinMode(O_RGB_B, OUTPUT);
digitalWrite(O_RGB_R, LOW);
digitalWrite(O_RGB_G, LOW);
digitalWrite(O_RGB_B, LOW);
analogWrite(O_PUMP_A, 0);
analogWrite(O_PUMP_B, 0);
}
/*LCD INTRO출력하기*/
void introLcd() {
lcd.print(" SMART FARM");
lcd.setCursor(0, 1);
lcd.print(" ** STEAM **");
}
/*LCD 습도 프린트하기*/
void printLcd() {
//lcd.init();
lcd.clear();
lcd.backlight();
lcd.setCursor(0, 0);
lcd.print(" SoilHumi:");
lcd.print(soilHumidity);
lcd.print("%");
lcd.setCursor(0, 1);
lcd.print("Humi:");
lcd.print(h);
lcd.print("%");
// lcd.print("\t");
lcd.print("Temp:");
lcd.print(t);
lcd.print("C");
}
/*LCD 초기화하기*/
void initLcd() {
lcd.init();
lcd.backlight();
lcd.setCursor(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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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Lcd();
}
/*토양습도 계산하기*/
void calcSoilHumidity() {
soilHumidity = map(analogRead(A_SOIL_HUMI), 1000, 400, 0, 100);
if(soilHumidity > 100) soilHumidity = 100;
else if(soilHumidity < 0) soilHumidity = 0;
}
void writeRGB(bool R, bool G, bool B) {
digitalWrite(O_RGB_R, R);
digitalWrite(O_RGB_G, G);
digitalWrite(O_RGB_B, B);
}
void setup() {
Serial.begin(9600);
initPin();
initLcd();
}
void loop() {
// jgkim DHT11
delay(2000);

// 2초대기

h = dht.readHumidity();

// 변수 h를 선언하며 습도값 대입

t = dht.readTemperature(); // 변수 t를 선언하며 온도값 대입
Serial.print("soilHumidity:"); //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하 생략)
Serial.print(soilHumidity);
Serial.print("%");
Serial.print("Humi:");
Serial.print(h);
Serial.print("\t");
Serial.print("Temp: ");
Serial.print(t);
Serial.println(" C");
int cds = analogRead(A1); //A1으로 들어오는 값을 cds에 저장
Serial.println(cds);

//시리얼 모니터에 값 출력

if(cds <500){ //cds값이 500보다 작으면
//RGB LED를 보라색(빨강+파랑)으로 출력합니다.
Serial.println(cds);
delay(2000);
writeRGB(HIGH, LOW, HIGH);
}
else{ //cds값이 500보다 크면 LED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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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2000);
writeRGB(LOW, LOW, LOW);
}
delay(200);
calcSoilHumidity();
printLcd();
/* 습도가 낮아지면, 펌프가 동작되고
습도가 높아지면, 펌프가 꺼집니다. */
if (soilHumidity < 20) {
delay(2000);
lcd.clear();
lcd.noBacklight();
for (int i = 0; i < 230; i++)
{
analogWrite(O_PUMP_A, i);
delay(5);
}
delay(On_Time);
analogWrite(O_PUMP_A, 0);
analogWrite(O_PUMP_B, 0);
delay(100);
} else {
analogWrite(O_PUMP_A, 0);
analogWrite(O_PUMP_B, 0);
delay(1000);
}
}

아두이노 기본 사용법과 코딩 등은 다음의 동영상을 참조하여 배울 수 있다.

[아두이노 기본 사용법] https://youtu.be/Sbb9xQmQq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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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과정

인공생태계 타이머 기술 따라 하기

2차시의 ‘우주 인공생태계 기술 따라 하기’에서 인공거주지 내의 습기를 펠티어 소자를 활용한 인공적으로 물
을 모아 식물에 물을 공급하고 재순환하는 인공생태계를 만들어 보았다. 이 기술에 1절에서 경험한 아두이노 기
술을 접목하여 물을 식물에게 계속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에 맞춰서 공기 중 습기를 모아 화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따라하기 활동을 진행해보자. 2차시에서 펠티어 소자를 통한 공기 중의 물을 모아 화분에 물을
상시 공급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공기 중의 수분을 많이 포집하게 되면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
므로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적당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수분을 포집하여 식물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아두이노를 이
용한 심화과정을 해보자.
Follow Me

심화학습 - 아두이노를 활용한 자동 화분 물 공급시스템

아두이노로 활동한 자동 화분 물 공급시스템 제작
• 체험 내용
아두이노 릴레이를 활용한 물 공급시스템 만들기

• 필요한 부품 및 기기 아두이노 우노(USB케이블 포함), 펠티어 소자, 전원 어댑터, 방열팬

[그림 19] 주기적으로 동작하는 수분 포집 및 공급 시스템 시제품

주의: 아두이노 릴레이는 큰 전류가 흘러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체험동영상] [릴레이 동작법] https://youtu.be/fi9LJDei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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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를 활용한 공기 중 수분 포집 및 화분에 물공급 시스템 체험하기
▶ 제작 방법
① 1시간마다 수분 포집 및 화분에 물공급 시스템 체험
- 동작방식: 릴레이를 활용하여 2차시에서 만든 화분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펠티어 소자와 냉각소자가 동작하
여 공기중에 수분을 포집하도록 함
- 기본회로

[그림 20] 주기적(1시간)으로 동작하는 펠티어 소자 켜지고 꺼지는 시스템회로도

• 소스코드
int relay = 7;
void setup ()
{
pinMode(relay, OUTPUT);
}
void loop ()
{
digitalWrite(relay, HIGH);
delay (3600000); //3,600,000ms = 1시간
digitalWrite(relay, LOW);
delay(3600000);
}

② 스위치를 켤 때 마다 수분 포집 및 화분에 물공급 시스템 체험
- 동작방식: 릴레이를 활용하여 2차시에서 만든 화분시스템에 스위치를 누를때마다 펠티어 소자와 냉각소자
가 동작하여 공기중에 수분을 포집하도록 함
- 기본회로

[그림 21] 스위치를 누를때마다 동작하는 펠티어 소자 켜지고 꺼지는 시스템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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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
int Relaypin = 7;
int Switch = 9;
void setup()
{
pinMode(Relaypin,OUTPUT);
// 릴레이를 출력으로 설정
pinMode(Switch,INPUT_PULLUP); // 스위치를 입력으로 설정
}
void loop()
{
if(digitalRead(Switch)==HIGH)
// 스위치를 누르면
{
digitalWrite(Relaypin,HIGH); // 1채널 릴레이 ON
delay(3600000); //1시간동안 열전소자 동작
}
else
//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
digitalWrite(Relaypin,LOW);
// 1채널 릴레이 OFF
delay(3600000); //1시간
}
}

브레드보드로 활용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쉽게 하는 방법은 배선끼리 서로 선을 꼬은 다음 절
연테이프로 감아서 사용가능하다.
태양전지와 다이오드(1N4001)과 레귤이터를 연결하여 USB를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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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Me

블루투스와 어플을 연동하여 인공생태계 데이터 수집하기

아두이노는 블루투스 통신을 지원하고 있어, 3m이내에 존재하는 기기와 통신을 열고, 데이터를 전송하거
나 받아들일 수 있다. 인공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제어를 위해 포함시킨 아두이노에 블루투스 통신을 연결해주는
HC-06 모듈을 연결하면 쉽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
면 간단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먼저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HC-06모듈의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지
원하고 있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앱인벤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스크래치 기
반의 블록형 언어로 코딩을 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이다.
이번에는 개발된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을 체험해 보자.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나만의 인공생태계 정보 수집 혹은 제어 어플을 만들 수 있다면 멋진 일이 될 것이다.

• 앱인벤터 들어가기 (Crome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함)
https://appinventor.mit.edu/ <앱인벤터 사이트>

<앱 만들기를 클릭하면 개발 페이지로 이동>

<프로젝트 – 내 컴퓨터에서 프로젝트(aia) 가져오기>

앱인벤터에서 어플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파일은 [.aia] 확장자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블루투스 설정이 대부
분 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주어진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들여 사용해 보자.

회로의 연결부위를 잘 확인하고 연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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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동영상] [앱인벤터 사용하기]

• 어플리케이션 배포 후 설치하기
어플을 개발한 후 [.apk]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 후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편하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를 생성하고 QR코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한 번 생성된 QR코드는
2시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온도와 토양수분량
수집 어플리케이션 모습

QR코드가 생성된 모습

제시된 프로젝트를 불러들인 모습

빌드 – 앱(APK용 QR코드 제공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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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코드 작성하기
#include <SoftwareSerial.h>
SoftwareSerial mySerial(2, 3); // HC-06의 Tx단자는 2, Rx단자는 3번에 연결하고 mySerial이란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의미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시리얼통신 오픈
mySerial.begin(9600); // 블루투스통신 오픈
}
void loop() {
if(mySerial.available()){ //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어플로부터 데이터가 아두이노로 들어온다면
Serial.write(mySerial.read()); // 수신한 데이터를 아두이노 시리얼모니터에 표시
}
if(Serial.available()){ //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의 데이터가 어플로 전송된다면
mySerial.write(Serial.read()); // 전송된 데이터를 어플에서 출력
}
}
코드를 분석해보면 시리얼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는 데이터를 어플로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loop 부분
의 코드 중 윗 부분은 어플에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보내지는 것으로 RC카를 제어한다던지, 스마트 등을 제어
하는 과정에 사용할 코드이다. 아래쪽 코드는 반대로 아두이노의 데이터가 어플로 전송되는 것으로 센서가 측정
한 값을 어플에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인공생태계에서 생태계의 정보를 어플에서 확인할 때는 아래쪽 코드를 이용하고, 인공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명령을 내려야 할 때는 위쪽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 HC-06 회로 연결
HC-06

아두이노

VCC(+5V)

Power의 5V

GND

GND

Tx

2

R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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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it

앱인벤터로 어플 개발하기

앱인벤터는 MIT대학과 구글이 손잡고 만든 어플 개발 툴이다.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어플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앱인벤터의 메인화면을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어플을
만들고 실행시키는 모습이 나와 있다. 그럼 앱인벤터로 어플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자.
앱인벤터의 가장 오른쪽을 보면 디자인과 블록이 있다. 디자인은 어플의 화면을 구성하는 영역이다. 블록은
코딩을 통해 어플의 기능이 실현되도록 하는 영역이다.
앱인벤터의 두 영역

디자인 영역

블록 영역

디자인 영역의 왼쪽에는 버튼이나 정렬을 위한 배치 아이콘 등이 있으며 드래그 앤 드랍으로 화면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 가져다 놓은 도구는 오른쪽의 설정창에서 세부 설정을 하게 된다. 그냥 눌러보기만 해도 간단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며 기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다.
블록 영역은 스크래치 기반의 코딩으로 짜여 있어 스크래치를 만져본 친구라면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디자인 영역에서 만든 버튼이나 정렬 등의 도구가 왼쪽에 위치하며 도구를 클릭하면 도구와 관련된 블록들이 나
타난다. 그 중 원하는 블록을 드래그 앤 드랍하여 코딩을 완성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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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4 - GREEN 또는 RED 환경에서의 인공생태계를 설계해 보자.
Student Activities

✔ 인공생태계를 구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 인공생태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논의하고 정리해 보자.
생물

비생물

환경, 에너지

공학, 기술

기타

생산자
소비자
(1~3차)
분배자

빛
CO₂
열
원소들

물
온실효과
자외선차단

온도조절
습도조절
유지

단순한 생물군
⇣
복잡한 생물군

• 인공생태계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실제로 구현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나열해 보자.
문제

영역(기술, 물질, 환경 등)

다양한 파장의 빛

환경

CO₂ ⇢ 온실효과

환경

화학반응 ⇢ 비료

공학

• 인공생태계 구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보자.
문제 기술

유기물을 확보하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조성 후
생산자 ⇢ 소비자로 늘려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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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자.
- 대칭 사고 기법은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 생각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방법이다. 간단하게 사각형
을 그리고 중앙에 문제를 기술한 후 대칭적인 영역을 주변에 위치시킨 후 생각을 해나가면서 나오게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고, 영역과 영역을 결합시켜 아이디어의 질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다. 각 공간에 포
스트잇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정리해보자.

외부

제거

문제정의

투입

내부

틀의 영역은
수정가능함

대칭 사고 기법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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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자.
포스트잇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고 모둠의 아이디어를 분류하여 정리해 보자.
아이디어명

아이디어

질소 고정하기

뿌리혹 박테리아균 이식

소규모 생태계 조성

소규모에서 늘려나가기

• 산출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가장 유용한 해결책을 정해보자.
구분

아이디어명

총점

문제해결 가능성
3

1
2
3
4
5

• 인공생태계 스케치 및 설계도 그리기

58 • 2020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 고등학교 교사용

2

실현 가능성
1

3

2

1

활동지5 -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Student Activities

✔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보자.
▶ GREEN을 선택한 모둠은 아두이노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아이디어가 구현되어 실제로
작동하는 산출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따라하기를 통해 만들어본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새로움이 반영되도록 만들어보자.
유의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기술 구현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 RED를 선택한 모둠은 아두이노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도 되며, 설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제작하여도 좋다. 혹은 스톱모션과 같은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의점) 아이디어가 구현된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제작과정 및 역할분담
제작과정
Green
펠티어 ⇢ 수증기를 물로
토양수분 센서 ⇢ 습도 측정
습도↑ ⇢ 비닐 열어 물을 얻음

팀원

역할

A

펠티어 System 제작

B

외부 프레임 제작

C

자료 정리 및 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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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it

일런 머스크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일까?(바이오스피어2)

지구 다음의 행성인 골디락스 존에서 인공생태계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그나마 안전한 지구에서 인공생태계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바이오스피어2라고 하는데 ‘지구의 생태계’를 뜻하는 바이어스피어의 다
음 버전이다. 즉, 인간이 지구 멸망을 대비해 만든 초대형 인공 생태계 프로젝트이다. 즉, 바이오스피어2는 지구
와 독립된 제2의 생태계의 의미이다. 어떻게 보면 재활용 가능한 우주로켓을 활용한 일런머스크가 화성 이주 프
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예측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림 13]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바이어스피어2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생태학자는 물론, 기술자, 건축설계 및 시공자, 의사 등 400명이 넘는 전문가가 참여했다.
바이오스피어2는 지구생태계와 달리 지구위에서 인공생태계를 만들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콘
크리트와 유리 등으로 지구와 완벽하게 밀폐하여 차단하였고 식물과 동물을 골고루 들여와 살 수 있도록 실험한
것이었다. 이 상태를 100년간 내부 인원을 2년 주기로 교대하여 생활하는 것이 목표였다.
처음 계획은 식물로 인하여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자연생태계로 생각했었지만 토양에 섞여
있는 호기성 미생물이 산소를 많이 소비하여 산소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여 수확해 둔 식물을 구워서 강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
출하였지만 일시적 성과에 그쳤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바이오스피어2는 석회성분으로 이루어
진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와 닿자 바이오스피어2의 외부의 공
기를 주입하여 인공생태계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그 외에 곰팡이 문제로 완두콩 밭이 사라지고 해충까지 창궐하여 결국 실험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시
달리면서 100년을 계획한 바이오스피어2 프로젝트는 2년 10개월만에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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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안전한 지구에서 만든 인공생태계의 실험은 무모한 짓이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일런머스크의 화성
이주계획을 세워 수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화성의 흙에서 식물을 기를 수 있을까? 식물의 생장에는 질소와 인 등의 양분이 필요한데
화성에는 그런 양분이 없어 화성 대기 속의 질소에서 질소 비료를 생산하거나 미생물을 이용해 화성의 흙에 질
소를 고정해야 한다. 또한 화성의 암석 가운데 인이 함유된 암석도 있을 것인데 이를 채취하여 식물을 기를 수
있는 흙을 만들 수 있을 수 있다.
오직 생태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쉽지 않은 일인데 화성기지의 건설, 화성의 방사선과 모래 폭풍, 우주왕
복선, 에너지 하베스팅 등 수 없이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일런머스크의 도전은 쓸데없는 짓일까?
바이오스피어2에서 두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구 생태계의 소중함으로 지구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이 증진되는 것이다.
둘째, 일런머스크의 도전이 무모할 지라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생각하고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Guide

바이오스피어2 프로젝트는 실패였지만 반대로 작은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학생들
에게 전달하여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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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 생태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교류에 대한 우리의 자세

read it

우리는 태양계 너머 멀리 우주 저편 어딘가에 외계생명이나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서 표출되고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계 생태계에 대한 소식도 과학적으로 검증 된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미지의 외계 생명
체에 대한 호기심은 영화에서 거의 파충류 수준의 징그러운 모습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외계인의
부정적이고 나쁜 생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외계 생명체를 바로 보는 올바른 시각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우주에 우리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가
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생태계의 시도 측면에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모둠 구성원간의 협업과 창의적 생각의 유
도, 교과목의 융합교육 등의 표출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다행히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테스 우주망원경의 활약 덕분에 4000개가 넘는 확실한 외계행성을 파악했다. 물
론, 외계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고잇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재 존재 유무도 알 수 없는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는 외계 생물학(astrobiology)이라는 분야가 발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지구 하나라는 점에서 큰 제약이 있다.
지구의 생명체 중 독특한 방식의 생명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탄소가 아닌 규소, 독성이 있는 비소를 먹고사
는 생명체도 있다.
수많은 행성, 외계생명체, 지구 극지생명체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STEAM 교육 접
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Guide

학생들에게 일관성 및 통일성 등 시스템화의 강조보다 한편으로 다양성, 개방성 등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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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

극한 환경의 인공생태계 홍보전략 세우고 발표하기

수업 형태

발표, 토의, 모둠별 학습

차시

학습 목표

- 나만의 인공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생각을 전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다.
: 인공생태계를 홍보하기 위한 발표자료 제작하기

융합 요소

: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드백받아 수정하기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자료 및 유의점

✔ 나만의 인공생태계 홍보하기
- 개발한 인공생태계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중
점을 두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보자.
- 개발한 인공생태계의 특징 및 장점
- 예측되는 투자자의 반응과 대응 전략

상황 제시,
따라하기

4/4

✔ 발표하고 피드백 받아 수정하기
- 모둠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발표하기
- 발표에 대한 피드백 의견 토의하기
-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기
- 의견에 따라 수정방향 결정하기
✔ 탄소, 질소, 물 순환 비주얼씽킹 갤러리 워크
- 다른 모둠의 설명을 듣고 보완점을 논의해보기
- 우리 모둠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수정 방안을 생각해보자
✔ 평가하기
- 모둠별 평가
- 자기평가/동료평가

소요시간

활동지 제시
너무 경쟁적인 분위기속
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발표회보다는 서로
의 아이디어에 대해 긍
정적으로 반응하고 개선
을 위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발표가 되도록 지
도한다.

50분

지속적인 개선을 할만
한 가치가 있는 산출물
이 되도록 피드백을 받
아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
시하는 것도 좋다.

• 창의적 역량
도전정신
○

창의 〮 융합

의사소통
○

문제해결력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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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인공생태계 홍보하기

Student Activities

활동지1 - 자신의 모둠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인공생태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만약
인공생태계 매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여
자본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 홍보내용
• 개발한 인공생태계의 특징 및 장점

✔ 예상하기
• 투자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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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 발표하고 피드백 받아 수정하기
Student Activities

✔ 모둠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발표
- 모둠별로 투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모둠의 발표에 투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 모둠별로 발표를 보며 투자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해보자.
유의점)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한다.
▶ 의견을 정리해보자.
모둠1

모둠2

모둠3

모둠4

모둠5

모둠6

▶ 시안 발표를 토대로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의논하고 정리해보자.
모둠1

모둠2

모둠3

모둠4

모둠5

모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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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3 - 다른 모둠의 탄소, 질소, 물 순환 비주얼씽킹의 보완점을 논의해보자.
Student Activities

※ 다른 모둠의 물질 순환에서 의문점이나 과학적 오류를 포스트잇에 작성하고 붙이고 상호 피드백을
하자. 평가 및 피드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생태계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바르게 표시되어 있는가?
- 먹이사슬(연쇄) 과정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 바르게 표시되어 있는가?
- 생태계 각 영양 단계와 물질 순환 과정의 명칭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가?
▶ 각 모둠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정리하여 보자. (우리 모둠뿐만 아니라 다른 모둠의 피드백 내용도
읽어보고 정리하여 우리 모둠의 작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자.)

Guide

모둠1

모둠2

모둠3

모둠1

모둠2

모둠3

갤러리 워크를 통해 활발한 의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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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4 - 다른 모둠의 지구 물질 순환 비주얼씽킹의 보완점을 논의해보자.
Student Activities

※ 비주얼씽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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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5 - 진로 탐색
Student Activities

✔ 미래에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의 명함을 만들어 봅시다.

한국전력

공기의 에너지는 무한하다!!

홍길동
풍력발전설계사
010-0000-0000
Green-earth@email.com

기계공학전공, 에너지공학 전공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자격증
한국형 풍력발전기 개발
전기설비 및 분배기 개발

Guide

앞면에는 나의 좌우명을 뒷면에는 나의 이력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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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리움(terrarium) 생태계

테라리움이란?
테라리움은 라틴어 ‘terra(땅)’와 ‘arium(공간)’의 합성어로,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흙으로 꾸린 작은 생태계를
의미한다. 물과 산소의 순환이 용기 안에서 이루어져 식물이 자생하므로 자주 들여다보거나 물을 자주 주지 않
아도 돼 관리가 편리하다. 식물 원예에서 밀폐된 유리그릇이나 입구가 작은 유리병 내부에 작은 식물을 재배하
는 방법이나 또는 그 유리 용기를 말하며 식물은 실내의 빛으로 광합성을 한다.

[그림 19] 테라리움

테라리움은 B. C 500년 경에 꽃을 전시하기 위하여 종 모양의 유리병 속에 식물을 보관하던 형태에서 시작하
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영국 외과의사인 Nathaniel Bagshow Ward의 발견에서 시작했다고 본다. 1829년
그는 나방의 일종인 sphinx moth의 부화와 생장을 관찰하기 위하여 유리병 속에 번데기를 넣고 흙을 덮은 다음
덮개로 봉했는데 양치식물의 포자가 그 속에서 우연히 발아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테라리움의 시초가 되었
다. 그의 실험에 의하면 어떤 식물은 15년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밀폐된 용기 안에서 자라났다고 한다. 1942년
‘유리상자 속의 식물 생장에 관하여’라는 연구를 발표한 것이 최초의 테라리움 문헌이 되었다.
테라리움에는 자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생리작용과 대기의 자연 순환 법칙을 적용하는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다. 1991년 미국 아리조나주 사막에 세워져 2년 동안 실험했던 ‘Bioshere 2'처럼 테라리움의 밀폐된 용
기 속에는 하나의 소우주가 형성되며 life cycle이 만들어져 습도가 자동적으로 유지되고 식물들은 햇빛을 의지
하여 스스로 생활환경을 준비한다. 따라서 식물을 심고 난 후에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자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연 순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참고> 구글 검색 테라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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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실내 테라리움 생태계의 원리
유리로 만든 밀폐형 테라리움은 유리가 빛을 흡수하면 내부 온도가 상승한다. 그 결과 식물 잎에서 수분이 증발하
고, 증발한 수분은 유리 용기에 물방울로 응결한다. 미세한 물방울 또는 안개 입자가 유리병 표면에 맺히면, 수분 입
자가 한데 모이면서 ‘안개’는 구름과 같은 작용을 한다. 결과적으로 수분은 다시 흙으로 비를 뿌리면서 선순환이 지
속된다. 따라서 테라리움은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수년 동안 내부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흙 속에 존재하는 수분
이 사라지지 않고 용기 안의 공기가 끊임없이 재생되므로 그 자체로 작은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준수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식물 및 수분의 비율이 적합해야 하는데 직사광선이 닿는 곳
이나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두면 용기 내부가 고온이 되어 식물이 말라 죽거나 광합성 부족으로 잎의 황백
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테라리움 내부에서 순환작용에 의해 물질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자가 동화작용의 순환 원리
식물은 낮에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밤에는 낮 동안 만들어진 유기물을 분
해하는 호흡작용을 통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이러한 식물체 내의 물질대사 작용에 의해 낮
과 밤의 활동이 반복되어 밀폐된 용기 내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

2. 자가 수분 순환 원리
낮 동안 식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일어나는 증산작용과 토양에서 일어나는 수분의 증발로 밤에 기온이 낮아지
면 유리 안쪽에 맺혔던 이슬이 물방울이 되면서 식물로 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용기 내부에 수분이 유지된다.

3. 배수층의 원리
테라리움의 배수층은 화분에서 배수 구멍과 같은 역할을 한다. 숯이나 모래, 자갈을 용기 바닥에 깔아 주면 식
물의 뿌리 호흡을 좋게 하는데, 특히 숯은 부패방지, 해독작용, 노폐물 흡수 역할을 하여 수분이 과다할 때는 흡
수하고, 수분이 부족할 때는 밖으로 방출하여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참고> 구글 검색 테라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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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미래와 바이오에너지

에너지의 미래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사실은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도 마찬
가지였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에너지의 활용 방법이 다를 뿐인 것이다.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바람을 이용하는 풍차, 물의 낙하를 이용하는 수차 등 자연의 움직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도구를 사용하였
다. 우리나라는 집을 남향으로 지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여 난방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 속에서 짚이
나 나무를 채취하여 땔감으로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난방을 하였다.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는 시원한 마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데에는 말이나
소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우마차 등을 사용하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이며 자동차, 난방, 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일반 가정의 난방과 따뜻한 물의 사용을 위해 지금은 대체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가
정집에서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 이외에 거의 모든 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활용한다.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
전, 에어컨 등 많은 가전제품에서 전기에너지를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람의 이동수단으로는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휘발유, 경유 등의 화석 연료이
다. 최근에는 화석연료의 고갈 및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점차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하려는 노력
을 하고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핵융합, 태양전지, 연료 전지, 풍
력에너지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Guide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중 하나가
바이오에너지이다. 식물이나 미생물 등 생물을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 과정을 통해 액체나 고체
연료의 형태로 이용한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이오연료 중 하나인
바이오에탄올이다.
바이오에탄올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식물의 포도당을 발효시켜 만드는데, 화석연료
와는 달리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고 식물로부터 언제든지 연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는 식량난을 유발하여 옥수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경작지인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참고> 교학사 생명과학Ⅰ
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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