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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미래지구

생물의 사는 곳과 생김새는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다. 모든 생물은 생물이 살고 있는 곳에
적응하여 최적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느리지만 저마다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사는 곳에 맞춰
진화하고 생존한다. 이 내용은 2009 개정교육과정 초등 3-4학년 군 과학의 동물과 식물단원에
서 배우는 내용이다.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동식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관찰하고 공통점과 차
이점을 알며, 사는 곳에 따라 생김새와 생활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과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구조는 같지만 본 수업은 200년 후 지구의 환경을 예측하고 그 환경에
적응한 생태계를 만들어보는 내용의 수업으로 상황이 제시되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예
측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습은 학습자가 자기에게 전달된 지식을 수동적으로 획득하기 보다 사전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신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생성적 과정이다(Osborne&Wittrock,
1985). 또한 학생은 개인적 의미구성과 자연세계 및 물리적 세계와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과학
자처럼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도 사물ㆍ사상을 이해하
게 된다(이진희,2005).

따라서 본 수업은 협동적 과학프로젝트학습으로 소집단 구성원들이 서

로 토론하고 탐구하여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내용을 분담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뿐 아니라 소집단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

내용 목표
-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생물의 모습에 대하여 탐구해볼 수 있다.
-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미래 지구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미래의 환경에 적응한 생물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결과물 작성을 위해 모둠 내에서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한다.
- 알게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생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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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생물의 종류 탐구, 이름이 같은 동물이 생김새가 다른 이유 추론하기, 환경에 적응하기 위
한 생체기관 탐구하기, 미래 지구의 환경 생각해보기
○ T : 미래 지구의 환경 예측하기, 생물 몸이 환경에 적응한 모습과 기능 연관시키기
○ E : 생물의 형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동식물의 뼈대 및 모습 제작하기
○ A : 지구의 미래 글로 써보기, 미래의 환경 만들어보기, 생물의 모습 디자인해 보기, 동물
의 모습 만들기, 동물의 모습 흉내내보기,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 M : 그래프를 해석하여 미래의 지구 예측하기

상황제시
★ 동물에 관심이 많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주인공 충근이는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
여행 중 북극으로 간 충근이는 안내인이 여우라고 소개하는 동물과 이집트에서 본 여우와
달라 역시 잘난척을 하고 우겨대지만 결국 여우가 맞다는 것을 알고 당황한다. 다음 여행지
로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로 간 충근이는 서로 다르게 생긴 새들이 모두 핀치새라고
하는 안내인을 보고 화를 낸다. 충근이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왜 이름이 같은데 생김새
는 다른 것일까?
창의적 설계1
고민에 빠진 채 잠이 든 충근이는 그날 밤 꿈에서 200년 후 지구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
아가 200년 후 지구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만나게 된다. 200년 후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주어진 자료를 보고 모둠별 토의를 통해 200년 후 미래의 지구 모습을 예상하고 왜 그렇
게 되었을지를 상상하여 이야기로 만든다.
창의적 설계2
생태계 구성요소를 각각 맡아 모둠별 토의를 통해 결정된 미래의 지구에서 살고 있을 생물을
디자인해 본다.
감성적 체험
모둠원이 디자인한 생물들을 모두 모아 미래 지구를 완성한다. 모둠별로 각자 자신이 만
든 생물을 간단히 설명하고 동물의 경우 울음소리나 움직임을 흉내내어 보면서 발표해보고
다른 모둠의 작품을 감상해본다. 생물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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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과학, 미술, 도덕, 수학

대상

총차시

4학년

3

2009 개정교육과정 3-4학년군

단원

과학 동물의 생활, 식물의 생활

/ 미술 상상의 세계로

도덕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 / 수학 자료정리, 꺾은선 그래프
2007

_3-4학년군_동물의 생활

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고, 사는 곳에 따라 생김새와 생활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다.
2007개정교육과정_3-4학년군_식물의 생활
여러 가지 식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고, 사는 곳에 따라 생김새와 생활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다.

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_3-4학년군_상상의 세계로
상상표현방법을 활용하여 상상의 세계를 그려보고, 여러 동물의 부분을 이어 상상의 동물을 표현해본다.
2007개정교육과정_4학년_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
나와 자연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007개정교육과정_3학년_자료의 정리 : 그림그래프를 알 수 있다.
2007개정교육과정_4학년_꺾은선 그래프 : 꺾은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1.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생물의 모습에 대하여 탐구해볼 수 있다.
2.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미래 지구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학습목표

4. 미래의 환경에 적응한 생물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5.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결과물 작성을 위해 모둠 내에서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한다.
6. 알게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7. 생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다.

교사의 핵심발문(-) 및 활동( )

흐름

학습자료(‣) 및 유의점(※)
‣세계지도(8절),

충근이 이야기를 통해 충근이의 고민을 다같이 공감

<상황 제시>
충근이 이야기
(20분)
(1/3차시)

할 수 있도록 한다.
Tip!

사막여우-붉은여우-북극여우, 북
극곰-말레이시아곰, 아프리카코

생김새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의하고 정리하

여 발표해볼 수 있도록 한다.

끼리-아시아코끼리, 아프리카펭
귄-남극펭귄, 단봉낙타-쌍봉낙타

- 세계지도에 같은 이름이나 지역에 따라 모습이 다른
생물을 스티커로 제공하여 붙여보는 활동을 한다.
- 왜 같은 생물인데 모습이 다른 것일까요?
- 충근이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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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원형라벨지 인쇄)
※그림의 생김새를 살펴보고 생김새
에 맞는 환경을 찾아보도록 한다.

‣ 그래프 제시

<창의적 설계>
200년 후 미래
지구
(20분)
(1/3차시)

200

후의 지구 모습에 대해 예상해본다.

-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200년 후 지구의 모습은 어떻

정종수,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증가율, 가족의 형태별 분포, 삼

게 될까요?
- 개인별 사실에 근거한 예상을 해본다.
Tip!

-총 인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

200년 후 지구의 모습은 길의 풍경이나 자연의 모

습, 사람이 살아있다면 사람의 생활 등에 대하여 구체

림면적 및 임목축적 변동 추이, 페
기물 발생량, 자동차 등록대수 등
‣ 지구의 모습 결과 기록지(교재6p)

적으로 생각하여 예상하고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한다.
- 모둠원 각자의 의견으로 쓴 지구의 모습을 모둠 토의
를 통하여 한 가지 의견으로 모은다.
Tip!

이야기는 지구의 환경이 그렇게 변한 이유가 드러

나게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쓴다.
ex) 2050년에 전 지구상의 석유를 모두 쓰게 되었다.
인류는 그 때부터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원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창의적
설계>
미래 지구의
환경
(20분)
(2/3차시)

모둠에서 정한 200년 후 지구의 환경을 도화지에
색종이와 싸인펜 등으로 꾸민다.

‣색연필, 싸인펜, 도화지(A3크기)

- 환경에 대한 설명은 판의 뒷부분에 쓰도록 한다.
- 모둠별로 같이 의논하고 완성하도록 한다.
- 환경판에는 비생물적 요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미래의 지구에서 살고 있을 생물을 디자인해 본다.
- 모둠원은 각자 ‘식물/초식동물/육식동물/인간’ 카드를
제비뽑기로 뽑은 후 각각에 맞는 생물을 디자인한다.
<창의적
설계>
미래의 생물
상상하기
(20분)
(2/3차시)

- 학습지에 각자 맡은 생물을 디자인하여 그리고, 색연필

‣‘식물,초식동물,육식동물,인간’제비
뽑기 카드
- 학습지의 생물을 OHP필름 그린다.
‣생물 디자인 학습지(교재 7p)
- 생물의 위치를 다른 모둠원의 것과 되도록 겹치지 않도 ‣OHP필름(A3), 네임펜, 풀, 가위, 색
연필, 싸인펜
록 조정하도록 한다.
과 싸인펜으로 색칠한다.

- 각자의 OHP필름에 생물 그림을 그린 후 네임펜으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쓰도록 한다.
(네임펜의 색깔은 너무 진하지 않은 것으로 각자 다른 색
깔로 쓰도록 안내한다.)
- 각 생물의 개체수는 개인이 결정하여 그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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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구
(20분)
(3/3차시)

미래 생물들을 모아 미래 지구를 완성한다.
- 모둠원 각자가 만든 OHP필름들을 모두 모아 겹쳐서 ‣하드보드지(A3), 색테이프, 환경설
명판
고정시킨다.
- 환경판이 맨 뒤에, 생태계 단계별로 ‘식물-초식동물육식동물-인간’의 순서로 붙인다.
- 모두 모아진 OHP필름을 앞에서 보았을 때 모든 생태

‣자기 생각 쓰기 학습지(교재 8p)

계의 생물들이 들어간 하나의 미래지구의 모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만들어진 지구를 보고 생각을 적어본다.

<감성적
체험>
감상 및
평가하기
(20분)
(3/3차시)

만들어진 모둠별 미래지구를 발표해본다.

※발표방법은 모둠에서 자유롭게 결
- 발표시 모둠의 미래지구 환경이 변한 이유를 스토리 정하도록 한다.
텔링으로 먼저 발표한다.
‣더 나은 지구 생각해보기(교재 9p)
- 발표시 본인이 만든 생물을 간단히 설명하고 동물의
경우 울음소리나 움직임을 흉내내어 본다.
-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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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영역

평가기준

감성적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생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체험

◆ 환경에 따른 생물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는가?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 자료에 근거하여 미래의 지구환경을 적절하게 예측하였
는가?
◆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이해하였는가?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1. 진화의 개념
진화란 생물의 종 및 더 상위의 각 종류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점차 변
화해온 것을 의미한다.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하게 된다. 갈라파고스 섬은 살
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1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의 관찰, 즉 다른 환경의 섬과 거기에서 생활하는 같은 계통의 생물
에서 볼 수 있는 사소한 변이와의 관련은, 다윈으로 하여금 진화사상의 심증
을 굳히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흉내지빠귀(mockingbird)가 칠레의 그것과
연관은 있지만, 섬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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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상

중

하

생명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복잡한 생물들이 보다 단순한 생물들로부터 진화한 것은 사실이
나 모든 단순한 생물들의 구조가 모두 언제나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다.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전보다 복잡한 생물들도 등장한 것이지 모든 생물들이 좀더 복잡하게 변화
하는 방향성을 지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세포생물 중에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
화도 겪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최근에 분화된 것들도 있다. 이렇듯 진화
에는 방향성이 없다. ‘종의 기원’이 판을 거듭하며 다윈은 결국 너무나 굳어버린 용어인
‘evolution’을 받아들이지만, 그의 일기에는 이 세상의 온갖 생명체들을 논할 때 “나는 결코 어
느 것이 하등하거나 고등하다고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한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란 철
저하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생물은 결코 절대적인 수준에서 미래지향적인 진보를 거듭하는 것
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개체들보다 조금이라
도 낫기만 하면 선택 받는다는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이 진화의 기본원리이다.

2. 진화에 대한 이야깃거리
-진화의 증거 회색가지나방회색가지나방이 일명 후추나방으로 불리는 까닭은 날개에 마치 후추를 흩뿌려 놓은 것 같은
무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종에서 날개가 마치 숯검댕으로 뒤덮인 것 같은 검은
형태(dark morph)가 처음 발견된 것은 <종의 기원>이 출간되기도 전인 1848년의 일이었다.
당시 영국 맨체스터 지방의 곤충학자 에들스턴(R. S. Edleston)은 숯처럼 검은 날개를 지닌 희
귀한 형태의 나방을 채집하여 Biston carbonaria 라고 명명했다. 검은 형태의 회색가지나방은
처음에는 희귀했지만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면 어디나 그 빈도가 급격하게 증
가하여 어느덧 밝은 형태(light morph)보다 더 흔해지기 시작했다. 다윈이 살던 켄트 지방에서
는 그의 생애 동안 한번도 검은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다윈의 생가
가 있는 브롬리의 회색가지나방은 열 마리 중 아홉 마리가 검은 형태였다.
간단한 돌연변이로 생겨난 검은 형태의 빈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곤충학자 터트
(J. W. Tutt)는 1896년에 새들에 의한 포식(predation)과 그를 피하기 위한 나방의 위장
(camouflage)이 선택압(selection pressure)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았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의류로 뒤덮인 나무 껍질을 배경으로 밝은 형태의 회색가지나방이 훨씬
훌륭한 위장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들의 포식을 피할 수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진행되
며 나무 껍질이 숯검댕으로 시커멓게 변하자 오히려 검은 형태의 나방들이 더 큰 위장 효과
를 누리게 되어 개체군 내의 그들의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가설이었다.
이에 케틀웰은 오염된 지역과 청정한 지역 모두에서 실제로 새들이 나방을 잡아먹는 걸 관
찰했다. 두 형태의 나방을 동일한 수로 나무에 풀어줬더니 오염된 지역에서는 43마리의밝은
형태가 새들에게 잡혀 먹히는 동안 검은 형태는 불과 15마리만 잡혀 먹혔다. 한편 청정한
지역에서는 각각 164마리의 검은 형태와 26마리의 밝은 형태의 나방들이 잡혀 먹혔다. 케틀
웰은 생태학자들이 개체군의 크기를 측정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 ‘표지-방사-재포획법
(mark-release-recapture method)’을 사용하여 두 형태에 미치는 포식압(predation pressure)
의 차이를 조사했다. 밝은 형태의 나방은 오염 지역에서 모두 64마리가 방사되어 16마리가
재포획(25%)된 데 비해 청정 지역에서는 393마리 중 54마리가 재포획(13.7%)되었다. 반면,
검은 형태의 나방은 오염 지역에서는 154마리 중 82마리(53%)가 재포획된 데 비해 청정 지
역에서는 406마리 중 겨우 19마리(4.7%)만 재포획되었다. 터트의 가설을 상당히 잘 지지하
는 연구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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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에서 양서류로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 화석의 복원도

-사람의 몸도 진화의 증거저널 <피지컬 앤쓰로폴로지> 6월호에 따르면 1600년대까지 같은 곳에 살다가 그 이후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음식을 섭취해 살아온 두 부족은 턱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형됐다. 알
래스카로 이주한 부족은 딱딱하고 건조한 고기류를 많이 먹었다. 반면 미국 다코타 지역의 평
야로 이동한 부족은 농사를 지어 먹었다. 두 부족의 턱뼈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씹기 전인 유년
기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딱딱한 음식을 찢고 씹어온 부족의 턱뼈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은 부족에 비해 훨씬 넓어져 있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충격이
턱의 표면과 내부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처럼 턱은 유전적인 영향보다 섭취하는 음식과 사용
방법에 따라 더 크게 변형된다.

3. 학생 지도자료의 동물 설명
동물 이름

사는 곳

특징

기타
방열기능이 뛰어난 털을 지닌다. 북극여우의
털은 붉은여우의 털보다 방열 기능이 50% 가

툰드라,
툰드라 주변
1

북극여우

지역, 북부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량 뛰어나다. 또한 기온이 내려가면 털의 성장
짧고 둥근 귀, 몸 전체가 털
로 빽빽하게 덮여 있으며 발
바닥의 긴 털

이

200%

가량

더

증가하고

기초대사율이

40~50%가량 감소하여 추울 때 영하 5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그린란드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날이 추워지면 발바닥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해 발이 어는 것을 방지하여
눈이나 얼음 위에서도 쉽게 걸어다닐 수 있다.
수영도 잘한다.

북아메리카
남부
2

붉은여우

히말라야산
맥을 포함한
유라시아

몸통이 길고 주둥이와 귀가

시각, 후각, 청각이 매우 뛰어나다. 머리가 좋

뾰족하다. 긴 꼬리는 털로 뒤

아서 인가 근처에서 생활하며 사람과 사냥개

덮힌 둥근 형태이다.

를 속이기도 한다.

북부

모로코,
3

사막여우

니제르,
이집트

체구에 비해 귀가 크다. 몸
전체가 두껍고 부드러운 긴
털로 덮여 있으며 발바닥에도
털이 나 있다.

발바닥의 털로 인해 사막에서도 모래에 빠지
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다.
건조한 지역에서 모래 굴을 만들어 생활한다.
수 미터 가량의 굴을 빠른 속도로 파내 '모래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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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코끼

남동아시아

리

와 인도

몸길이

5.5∼6.4m,

어깨높이

2.5∼3m, 몸무게 3∼5t이다.

아프리카코끼리보다 몸집이 작다. 귀가 작고
등이 아치형이다.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로, 꼬리는 1∼1.3m이며,
귀는 너비 1m, 길이 1.68m이다. 귀는 둥글고
커서 어깨를 덮으며, 귀둘레는 안쪽으로 접혀
구부러져 있다.

수컷은 몸길이 6∼7.5m, 어깨
5

아프리카코
끼리

사하라

높이 3.3m이며, 몸무게는 최

이남의

대 6t이고, 암컷의 몸길이는

아프리카

수컷보다 0.6m 짧으며, 몸무
게는 평균 3t이다.

6

자카스펭귄

남아프리카
케이프

10∼20℃의 따뜻한 해류에서
산다. 몸길이 약 35cm, 몸무
게 약 3.3kg이다.
현재 존재하는 펭귄 중 몸집

로스해,
7

황제펭귄

케이프워싱
턴, 남극지방

이 가장 크다.
키는

최대

122cm,몸무게는

22.7~45.4kg이다.
남극의 겨울에 알을 낳고 양
육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암컷은 수컷보다 몸이 작다.
다른 곰보다 머리가 작고 목
이 길며 귀는 작고 둥글다.
8

북극곰

북극권

발바닥에는 털이 있으며 척구
(蹠球)는 작아서 얼음 위를 걸
어 다니기에 알맞다. 몸빛은
털갈이 직후에는 흰색이나 차
츰 황백색으로 변한다.

온몸에 3층으로 된 짧은 깃털이 촘촘히 난다.
몸은 유선형이지만 날개는 변형되어 단단하다.
다리는 짧으며 대퇴와 정강이 부분은 깃털에
덮인다.
모든 펭귄은 해양환경에서의 생활에 적응된
해부학적 특성을 가진다. 견고하면서도 무거운
뼈를 가졌다. 날개는 딱딱하고 평평한 물갈퀴
로 변하였다. 단단한 깃은 방수 역할을 하고
완벽하게 물을 차단하는 물질을 생성한다.
날지 못하는 바다새로 수영하고 다이빙하는데
적합한 유선형의 몸을 가졌다.
북극곰은 영하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을 견뎌야 한다. 복극곰의 몸은 단열성이
우수하여 체온손실이 거의 없다. 열효과를 지
닌 지방층이 10cm나 되고 지방층은 두꺼운 피
부로 덮혀있는데 흰색 털 아래 피부는 검정색
이라 햇빛을 흡수하며 열을 생성한다. 피부 위
에는 5cm털이 체온을 유지해주고, 가장 바깥
쪽에는 완벽한 방수기능을 갖춘 12cm 길이의
뻣뻣한 겉털이 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몸길이 약
180cm이며 어깨높이는
흑곰
9

(아메리카흑
곰)

60~90cm이고 몸무게는
북아메리카

100~227kg이다. 언뜻 보기에
반달가슴곰과 비슷하지만
머리가 가늘고 길며 머리
모양은 불곰과 비슷하다.

- 11 -

동작은 민첩하고 시속 50km로 달리며 점프하
여 나무에도 오를 수 있다. 잡식성으로 작은
짐승·연어·벌꿀·개미, 딸기·과실·종자·나무뿌리·풀
등을 먹는다.

한국·중국·우
10

불곰

수리·시베리
아·일본

곰 종류 가운데 가장 무겁고
거대한 종이다.
보통 150~250㎏ 정도 나가지
만, 450㎏ 이상 되는 것도 있
다.

즙액이 많은 야생식물의 뿌리, 어린 싹, 굳은
열매, 산딸기, 머루나 다래와 같은 열매나 경작
지의 보리·밀·옥수수와 같은 식물성 먹이 및 꿀
을 먹는다. 또 곤충의 번데기, 개미·연어도 먹
으며 노루·멧돼지 새끼를 습격하여 잡아 먹기
도 한다.
모래사막에서 살기 적합한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다.
낙타의 오줌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포유류보
다 더 농축할 수가 있어서 최종 대사산물은 비
교적 적은 양의 물을 가지고도 배설할 수 있
다. 변도 매우 건조한 상태로 배설되어서 신선
한 변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

북아프리카,
11

단봉낙타

아시아
남서부

쌍봉낙타보다 더 날씬하고 긴

낙타는 다른 동물들처럼 수분 손실에 치명적

다리를 가지고 털이 짧다.

이지 않다. 낙타는 수분을 체중의 40% 정도

특징은 길게 구부러진 목과

잃어도 한번 물을 마실 때 57L를 먹을 수 있

깊고 좁은 가슴, 등 가운데에

기 때문에 한번 물을 마시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1개의 혹이다.

있다.
몸 내부의 따뜻한 피는 지속적으로 체표면으
로 보내져서 온도를 낮추게 된다. 또한 낙타에
서도 발한작용이 일어나지만 체온이 40~42℃
인 경우에서만 나타나 수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낙타는 34℃까지 체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추운 밤에 다음날 뜨거운 태양아래서
체온상승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체온을 낮추
어 놓을 수 있다.

척구(蹠球)가 크기 때문에 발
바닥의 면적이 넓어서 사막을
몽골의
고비사막과
12

쌍봉낙타

걸어다니기에
자유자재로

알맞고,
열리고

돌조각사막에서 살기 알맞다. 단봉낙타보다

코는

튼튼하며 사지는 굵고 짧다. 육봉의 혹이 두

닫히며,

개이며 털은 길고 뻑뻑하다. 발바닥은 단단하

이란,

눈이나 귀 둘레의 긴 털은 사

여 바위나 자갈이 많은 구릉지에 적합하다. 등

아프가니스

막생활에 알맞게 발달되어 있

에 있는 혹 속의 지방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섭

탄, 파키스탄

다. 털은 갈색으로, 여름털은

취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않아도

턱·어깨·혹·뒷다리 부분을 빼

활동할 수 있다.

고 짧으며, 겨울털은 길고 굵
으며 색이 어두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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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배'라고 일컬어지는 유용한 가축이다.

-세계지도 (8절도화지 사이즈로 확대 인쇄, 모둠별 1장)

-동물스티커(투명 원형 라벨지(3*4)에 인쇄, 모둠별 1장)

북극여우

붉은여우

사막여우

아시아코끼리

아프리카코끼리

자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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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펭귄

북극곰

흑곰

불곰

단봉낙타

쌍봉낙타

모둠명
모둠원

설정한 지구의 환경

식물
생물의

초식동물

특징

육식동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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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2005). 초등학생의 학습양식에 따른 협동적 과학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 부산교대 석사
학위논문.
Osborn, R & Wittrock, M. (1985). The generative learning model and its implications for
science education. Students in Science Education, 12.
- 참고사이트 및 동영상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캐스트
두산백과(두피디아 아트박스)
서울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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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4학년
STEAM ①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을까?

하늘을 나는 것은 인류의 꿈이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땅 위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할 수 있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새는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레오나르
도 다빈치의 스케치부터 라이트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기까지 인간들은 하늘을 날기 위해
서 새를 보았다. 처음 비행기가 발명되어진 건 라이트형제의 머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음 하늘을 나는 동물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것을 관찰해왔기 때문이다. 발명은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기 위해 새를 관찰했던 것처럼 초
등학생이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발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키우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 과학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
동물의 생활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잦은 새를 소재로 하여 관찰, 조사,
토의 활동을 통해 비행기 날개를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총 3차
시)이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융합인재교육 활동에 준거하여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
험으로 이루어진다. 1차시에는 새를 관찰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상황제시와 새를 관
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모둠원의 창의적 설계가 이루어진다. 2차시는 새의 날개를 관찰
한 후, 새의 날개를 닮은 워크얼롱(walk along)글라이더 날개 모양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 설계
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글라이더 날개를 만든다. ‘워크얼롱 글라이더’는 종
이비행기나 일반 글라이더처럼 던지는 비행기가 아니라 날개를 공중에 천천히 놓고 날개의 조
금 뒤에서 우드락을 천천히 밀어야 글라이더의 양력이 발생하는 비행기이다. 사람이 우드락을
들고 천천히 따라가야 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워크얼롱(walk along)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3차시는 워크얼롱글라이더 조종하기 미션을 통해 잘 날아가는 날개 모양을 찾아가며 새의 날
개를 이해한다.
새를 통해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자세한 관찰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기유발을 위해 상황제시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좋
아하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상황제시를 해주시고 활동 단계와 단계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1차시에서 프로그램의 총체적인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이 융합인재교육
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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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얼롱 글라이더〉

내용 목표
- 새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 새의 날개를 관찰하여 날개 모양을 설명할 수 있다.
- 새의 날개 모양을 보고 추력과 양력의 원리를 알아본다.
과정 목표
-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느낄 수 있다.
- 새의 날개 모양을 보고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날릴 수 있다.
- 모둠 토의활동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 S : 새의 날개 관찰하기, 동물의 한살이
○ T : 새의 날개 제작에 필요한 공작 기술
○ E：새의 날개모양 제작하기
○ A：나만의 Walk along(워크얼롱) 글라이더 꾸미기
○ M：날개의 꺾어진 각도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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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상황제시
▶ “겨울왕국” 애니매이션 줄거리를 재구성하여 상황제시

-에델바이스 왕국의 왕에게는 두 자매가 있었다. 서로가 최고의 친구이고 하나뿐인 가족인
자매 수잔과 캐서린이다. 하지만 언니 수잔에게는 동생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은 바로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것이었다.
수잔은 본인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방의 문을 꼭 닫고 지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왕
의 자리를 물려받는 대관식이 있던 날, 수잔은 자신의 마법을 제어하지 못하고 왕국을 겨울
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수잔은 본인의 마법으로 인해 동생 캐서린과 에델바이스 왕국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홀로 마을을 떠나버린다. 자신의 제어할 수 없는 능력에 겁
이 난 수잔은 깊은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 위에 얼음성을
만들어 살았다.
하지만 수잔의 마법으로 인해 에델바이스 왕국은 일년 내내 겨울이 되었고, 에델바이스 왕
국에 여름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잔을 다시 데려와야만 했다. 깊은 산 속 얼음성으로 수잔
을 데리러 간 사람들은 모두 수잔이 만든 얼음괴물들에게 당해서 왕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관찰력이 뛰어난 캐서린은 얼음괴물들을 피해서 언니 수잔에게 가기 위해 새의 날개와 비
슷한 모양을 가진 워크얼롱(walk along) 글라이더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괴물을 피해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는 워크얼롱 글라이더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
다. 과연 캐서린은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 조종기술을 배워서 얼음괴물들을 피해 수잔을 에
델바이스 왕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내가 캐서린이 되어서 수잔을 에델바이스 왕국으로 데려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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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1) 사람이 새처럼 날기 위해서는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알아야 한다. 새가 날
아가는 모습 관찰을 통해서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알 수 있다. 비행하는 새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학생들의 토의를 통해 찾아보자. ‘지구대비행’ 동영상에
서 ‘갈색사다새’의 이동을 보여주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제시한다. 철새의 이동과 한 살이를 살펴보고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느낄 수 있다.
2) 새의 비행모습을 관찰하여 새 날개모양을 알아보자. 학생들이 새의 날개를 관찰한 후, 토의
를 통해 비행체의 날개 모양을 결정하도록 한다. 토의를 할 때, 날개의 재료(A4백상지종이, 두꺼
운 도화지, 골판지, 화선지, 마분지, 스티로폼 등등)에 따라서, 날개의 모양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
서, 무게 중심에 따라서, 날개의 크기, 날개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비행기를 오래 날릴 수
있을지 토의한다. 모둠토의가 끝난 후에 모둠원들은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 비행기의 날개 모
양을 디자인한다. 디자인한 날개 모양이 날개의 재료에 따라서, 날개의 모양에 따라서, 무게에 따
라서, 무게 중심에 따라서, 날개의 크기, 날개의 길이에 따라서 적당하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본
다. 모둠원들과 함께 날개 디자인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토의해본다.
모둠원들이 날개를 만들어서 날려본 후에 가장 오래 날아가는 날개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보
고 왜 잘 나는지 탐색한다. 그 재료를 사용하여 다시 각자의 날개를 만든다.
감성적 체험
A4백상지종이, 두꺼운 도화지, 골판지, 화선지, 마분지, 스티로폼 등등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학생이 직접 선택한 재료를 사용하여 나만의 walk along 글라이더를 만들어 본다. 비행체의 날
개는 창의적설계 단계에서 설계한 모양을 보고 만든다. 모둠토의를 통하여 날개의 재료와 모양
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본다. 그리고 날개의 크기, 날개의 모양, 무게 중심에 따라서 비행기의 비
행거리가 달라짐을 체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비행체 날개의 재료와 모양을 수정하면서 모
형비행기 날리는 연습을 반복하면 쉽게 비행체를 날릴 수 있어서 성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다.
walk along글라이더는 사람이 글라이더 뒤에서 넓은 판을 이용해 공기를 밀어주면 글라이더는
양력을 계속 얻어서 추락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날아갈 수 있다. 우드락을 이용하여 글라이더를
조종하면 학교 복도에서 반대편 복도 끝까지 글라이더를 날릴 수 있다. 워크얼롱 글라이더를
“ㅣ”자 코스, “ㄱ”자 코스, “S”자 코스 주행 미션을 통과하여 얼음성에서 수잔을 구해내자.
학습내용 walk along 글라이더 만들기를 통해 추력과 양력의 원리를 이해하고 비행기의 원리
를 이해하여 보자.

ᅵ ᄀ S
“ㅣ”자 코스

“ㄱ”자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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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자 코스

과목

대상

과학, 미술

단원

3학년

총차시

3

3. 동물의 한살이

․(3학년, 과학)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안다.
․(3학년, 과학)동물의 사는 곳에 따라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다.

교육과정 ․(3학년, 미술)영상을 통해서 선,형,색,질감,양감, 동세 등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4학년, 미술)감정,아이디어 등의 주제에 대한 발상을 풍부하게 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
유롭게 표현한다.
1. 새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학습목표

2. 새의 날개를 관찰하여 날개 모양을 설명할 수 있다.
3. 새의 날개 모양을 보고 추력과 양력의 원리를 알아본다.

학습

흐름

교수-학습 과정안

활동
(학습
형태)

교사의 핵심발문(-) 및 활동( )

학습자료(▶) 및
학생 예시발문(-) 및

유의점(※)

활동( )

새에
대한
관심

“겨울왕국” 애니매이션 줄거리를 재구성하
여 상황 제시함.

환기 -에델바이스 왕국의 왕에게는 두 자매가 있

상황
제시
(10분)
(1/3차
시)

(전체

었다. 서로가 최고의 친구이고 하나뿐인 가

활동)

족인 자매 수잔와 캐서린이다. 하지만 언니

(10분)

수잔에게는 동생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은 바로 모든 것을 얼려버
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것이었다.
수잔은 본인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방의
문을 꼭 닫고 지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
고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대관식이 있던
날, 수잔은 자신의 마법을 제어하지 못하고
왕국을 겨울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수잔
은 본인의 마법으로 인해 동생 캐서린과 에
델바이스 왕국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게 하
기 위해 홀로 마을을 떠나버린다.
자신의 제어할 수 없는 능력에 겁이 난 수
잔은 깊은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 위에 얼음성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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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교재5쪽
▶겨울왕국 사진
제시

들어 살았다. 하지만 수잔의 마법으로 인해
에델바이스 왕국은 일년 내내 겨울이 되었
고, 에델바이스 왕국에 여름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잔을 다시 데려와야만 한다.
깊은 산 속 얼음성으로 수잔을 데리러 간
사람들은 모두 수잔이 만든 얼음괴물들에게
당해서 왕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관찰력이 뛰어난 캐서린은 얼음괴물들을
피해서 언니 수잔에게 가기 위해 새의 날개
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워크얼롱(walk

along) 글라이더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가려
고 한다. 그리고 괴물을 피해 하늘을 날아
가기 위해서는 워크얼롱 글라이더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과연 캐서린은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 조
종기술을 배워서 얼음괴물들을 피해 수잔을
에델바이스 왕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내
가 캐서린이 되어서 수잔을 에델바이스 왕
국으로 데려오자.
-가정이나 거리에서 새를 주의깊게 본 경험 -비둘기가 길에 떨어진
이 있나요?

음식을 주워먹는걸 보았
어요.

-새들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 -날개가 있어서요.
-뼈 속이 비어있어서 몸
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이 새의 비행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책에서 찾아봅니다.
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에서 검색합니다.
-새에게 먹을 것을 주면
서 관찰합니다.

새를 -모둠원들이 브레인라이팅으로 새를 관찰할

브레인라이팅을 한다.

▶포스트잇

PMI토의를 한다.

▶학생용교재6쪽

관찰 수 있는 방법을 자유롭게 적어보자.
하기
창의
적
설계
(30분)
(1/3
차시)

위한

Tip!

메모지에 창의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

방법 도록 생각나는대로 적게 한다.
탐구
하기 -브레인라이팅 한 것들 중에서 가장 새를 잘
(모둠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뽑아보자
활동)
(30분) -포스트잇에 우리 모둠의 가장 좋은 방법을

학생용교재 ‘생각펼치기’ 가운데에 붙인다.
포스트잇을 중앙에 붙이고 PMI 기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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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토의

용하여 좋은점, 나쁜점, 인상적인 점을 찾아
보고 종합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보자.
-모둠별로 생각해낸 방법을 발표해봅시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둠별 상

-예.

모둠은

다른

모둠의

호평가를 해봅시다.

방법을 3단계(상,중,하)로 ▶학생용교재7쪽
-상호평가는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하며, 그 상호평가한다.
상호평가
렇게 평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실제로 영국BBC방송국에서 지구를 여행하

동영상-지구대비행(영

는 철새를 관찰한 동영상[지구대비행]을 제작 국BBC 제작) ‘갈색사다 ▶동영상-지구대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철새들 중에서 ‘갈색 새’의 이동 시청하기
비행1편 중에서
사다새’의 여행을 감상하면서 어떻게 촬영했

‘갈색사다새’의

을지 생각하여 봅시다.

이동부분(5분55

(감상 후)

초-10분17초)(네

-영국BBC방송국 사람들은 ‘갈색사다새’
의 지구 여행을 어떻게 촬영했을까요?

이버
-새 몸에 카메라를 설치 1회다운로드
합니다.
비용=1,500원)
-비행기에서 촬영합니다.

새의
비행
모습
관찰
창의

하기

적

(전체

설계

활동)

(40분) (3분)

▶학생용교재8쪽
새 사진자료를 본다.

새의 모습을 관찰하기

-사람에게는 없지만 새에게는 있는 것이 무 -날개입니다.
다.
엇일까?

▶새가 날아가는

깃털입니 슬로우 동영상
제시

-그 중에서 하늘을 나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부리입니다.
-날개입니다.
일까?
-새가 날개를 펴면 어떤 힘이 생길까?

-하늘을 나는 힘.

(2/3
차시)
새가
비행
하는
원리

▶교재8-10쪽
PPT를 보여주며 간단비행원리 설명하기
-비행기에 작용하는 네가지 힘을 짝 지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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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비행원리
PPT 제시(총8쪽,
학습내용 참고)

알기 -비행기가 앞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 -추력과 양력
(전체 은 무엇인가?
활동)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날개가 있기 때문에

(12분) -새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날개의 단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자.
-날개의 단면은 어떤 모양일지 그려보자.

▶날개의 단면

-새 날개와 비행기 날개의 단면은 어떤 공 -위가 볼록합니다.
통점이 있나요?

사진 제시

-아래는 평평합니다.

-그럼 글라이더의 날개 단면을 어떻게 만들 어야할지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보자.

날기
위한
방법
찾기
(토의)
(5분)

▶학생교재11쪽
모둠원들과 토의한다.

-날개의 재료(재료: A4백상지종이, 두꺼운 도

※토의하기 위한

화지, 골판지, 화선지, 마분지, 스티로폼), 날

자유로운

개모양에 따라서,

중심에 따라서, 비행기의

분위기를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비행기를 오래 날릴 수

형성한다.

있을지 토의하여 보자.
-모둠원들이 각자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날개모양을
-예. 얻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하여 보자

-비행기의 날개를 새의 날개와 비슷한 모양
으로 만들면 양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학생용교재11쪽

날개

▶airfoil사진
-날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날 수 있을 -위가 볼록하고 아래는 제시
설계
평평한 모양입니다.
지 생각하여 보자.
하기
-비행기의 날개를 새의 날개와 비슷한 모양 -예.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으로 만들면 양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활동)
-모둠원들이 각자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날 -날개 모양을 디자인 한
모양

(5분)

다

개 모양을 디자인하여 보자.
날개
만들

-전 시간에 설계한 글라이더 날개를 여러 가 -예.
※무거운 물체는
날개를 날려보며 날개
지 재료 활용하여 나만의 비행기를 자유롭게
(개별
양력을 얻기
의 모양을 수정한다.
만들어 보자.
활동)
어려움
모둠토의를 한 후 날
(재료: A4백상지종이, 두꺼운 도화지, 골판지,
기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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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선지, 마분지, 스티로폼, 가위, 테이프)

개의 모양을 수정한다.

-날개를 만든 후에 날개가 하늘을 날 수 있
는지 실험하여 봅시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날개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오래 날 수 있는지 모둠 토의를
하여 봅시다.
Tip!

날개의 앞에

얇고 긴 종이를 붙이고 무

게중심을 앞으로 하여 글라이더에 추력을 만든
다. 종이가 너무 짧으면 추력이 너무 약하고,
종이가 너무 길면 무거워서 빨리 추락한다.
Tip!

종이를 길게 붙인 후에 글라이더를 날

려보면서 가위로 종이를 조금씩 잘라 적당한
길이로 만든다.
글라
이더
주행
미션
통과
하기
(모둠
활동)

▶학생용교재12쪽

때문에 창문을

붙이고 3가지 주행코스 미션을 성공한 사람

닫은 실내에서

은 수잔 인형을 받는다.

게임한다.

(성공

“ㅣ”자 코스

적

영향을 받기

바닥에 색테이프로 ㅣ자, ㄱ자, S자를 크게

체험

감성

바람에도 큰

여 수잔을 찾아가기

ᅵᄀ S

(25분)

※날개는 약한

“3가지 주행코스 통과하기” 미션을 성공하

“ㄱ”자 코스

〈 “ㅣ”자 코스 〉
※토의하기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S”자 코스

의

- ㅣ자, ㄱ자, S자 3가지 주행코스 미션은 워

경험)

크얼롱 글라이더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통

(40분)

과하면 성공이다.

(3/3

- 첫 번째 미션은 ㅣ자 주행코스,

차시)

두 번째 미션은 ㄱ자 주행코스,

※워크얼롱
〈 “ㄱ”자 코스 〉

글라이더 날리기
동영상

세 번째 미션은 S자 주행코스이다.
- 첫 번째 미션을 통과한 사람만이 두 번째
미션에 도전할 수 있고, 두 번째 미션을
〈 “S”자 코스 〉

통과한 사람은 세 번째 미션에 도전할 수
있다.
-주행 미션에 도전하여 수잔을 찾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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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배움

학습내용 정리하기

▶학생용교재12쪽

정리 -하늘을 잘 날아가는 날개를 만들려면 어떤 -날개는 위로 볼록해야 합 ※학습한 내용을
(개별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니다.

활동) -여러가지 재료 중에서 우리 모둠에서 가장 -백상지입니다.
(15분) 잘 날았던 재료는 무엇인가요?
-스티로폼입니다.

-잘 날아간 날개는 왜 잘 날아갔을까요?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봅시다.
-날개가 잘 날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그림
이나 글로 교재에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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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나 그림으로
적을 수 있도록
차분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생명의
소중함

감성적
체험

배려심

창의성

비행기
날개의
설계 및
제작
창의적
설계

우수(A)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
여기는 행동이 3차시
는 행동이 1차시 동안 보임
내내 보임
토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토론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지만 친구의 의견을 무시
참여하고, 친구의 의견 함/토론활동에 적극적으로
을 존중함.
참여하지 않지만, 친구의 의
견을 존중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에서 유창성, 융통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러지게 나타남
모형비행기의 날개 모양을
모형비행기의 날개 모
디자인하였으나 날개를 잘
양을 창의적으로 디자
만들지 못함./모형비행기의
인하여 날개를 잘 만들
날개 모양을 디자인하지 않
었음.
았지만 날개를 잘 만들었음.

새의
새의 비행모습을 관찰
비행모습
하는 방법이 실현가능
관찰방법
하고 좋은 방법임.
찾기
미션
성적

보통(B)

새의 비행모습을 관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
만 초등학생이 실현하기는
어려움.

미흡(C)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 전혀 보
이지 않음
토론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친구의 의견을 존
중하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모형비행기의 날개 모
양을 디자인하지 못함.

새의 비행모습을 관찰
하는 방법이 실현가능
하지 않고 좋은 방법도
아님.

3가지 주행코스 미션을 3가지 주행코스 미션 중에 3가지 주행코스 미션
모두 성공함.
1~2가지 미션만 성공함.
중에 모두 성공 못함.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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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생명의
소중함

배려심

창의적 설계
창의성

비행기
날개의 설계
및 제작

새 비행모습
관찰
방법찾기

총평
미션 성적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영역
감성적
체험

자기
평가

평가기준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모형비행기의 날개 모양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였는가?

창의적
설계

◆새의 비행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인가?
◆주행코스 미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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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상

중

하

▢ 새의 비행모습 관찰하기 방법 모둠토의 상호평가지
평가기준
모둠 의견

새의 비행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가?
(상,중,하)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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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
(상,중,하)

○ 워크얼롱 글라이더란?
워크얼롱 글라이더는 종이비행기처럼 던져서 날리는 글라이더가 아닌 사람이 넓은 판을 들고 글라
이더를 따라가야 계속 양력이 발생하여 글라이더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비행할 수 있는 글라이더의 이
름이다. 사람이 계속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글라이더는 천천히 전진해야 한다. 글라이더의 도안은 누구
나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창의적으로 만든 도안들은 도안을 처음 제작한 사람이 이름을 붙인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워크얼롱 글라이더들은 baby bug, mama bug, jag baby 등등 많다. 그 중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예시작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글라이더는 baby bug 글라이더이다.

〈워크얼롱 글라이더〉

〈QR 코드〉

○ 워크얼롱 글라이더를 수업에 활용하면 좋은 점
1. 간단한 비행원리와 새의 날개 모양만 알면 초등학생도 만들기 쉽다.
2. 종이비행기처럼 던져서 날리는 방식이 아닌 넓은 판을 이용하여 날리기 때문에 양력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다.
3. 넓은 판을 이용하여 글라이더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다.
4. 글라이더의 모양을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5.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여 나만의 글라이더를 만들 수 있다.

○ baby bug 글라이더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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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단 비 행 원 리 -P P T 자 료

- 30 -

○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

추력(Thrust) : 엔진, 모터 등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
항력(Drag) : 추력을 없애려고 작용하는 마찰력
중력(Gravity, Weight) : 비행기를 지구가 당기는 힘
양력(Lift)

: 날개에서 비행기를 위로 뜨게 하는 힘

○ 베르누이의 정리
-공기흐름(v)이 빨라지면 압력(p)이 낮아지고, 공기흐름(v)이 늦어지면 압력(p)이 높아진다.

○ Airfoil(에어포일)의 단면은 왜 위로 볼록할까?
※Airfoil : 날개, 방향타면을 말함.

-공기가 날개의 의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윗부분의 공기는 흐름이 빨라지고, 아랫부분의 공기는 흐름이 늦어진다.
-윗부분의 공기는 압력이 낮아지고(저기압), 아랫부분의 공기는 압력이 높아진다(고기압).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양력이 높아진다.

○ 받음각에 의한 양력 (※받음각 : 공기의 흐름과 날개 사이의 각)
- 에어포일의 아랫면에 기류가 부딪혀 작용-반작용의 원리로 에어포일의 윗부분으로 양력이 발생함.
- 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받음각은 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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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ug 글라이더 제작 순서

➡

➡

➡

➡

➡

➡

➡

➡

➡

○ 참고사이트 및 동영상
-초등학교교사용지도서 과학3-1,2014,교육부
-서울항공과학연구회 연수교재, 2012
-지구대비행, 영국BBC제작, 2011
-날개 모양 동영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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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생명의

-모둠별 작품이름표(인쇄해서 모둠별로 줄 것, 완성된 지구 아래 부착)

신비

초등 5,6학년
교사용

초등 5~6학년
STEAM ①

자연을 통해 배우는 지혜

최근 과학계에서는 생체를 모방하여 연구하는 ‘생체 모방 기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을 스승으로 삼고, 자연의 지혜를 배우려는 생체 모방 기술은 에너지 절감, 제품 기능 강화, 최
적화된 정보 가공 처리, 신소재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
니다. 생명체에 대한 지식의 증가, 나노 기술의 발전 등은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생체모방을 가
능케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서양 속담도 있듯이 제아무리 최첨단 과학기술이라 할지라
도 천재적인 독창성보다 어딘가에서 본듯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어비늘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최첨단수영복, 바위에 달라붙어 웬만한 파도에도 꿈쩍하지 않
는 홍합을 보고 만든 강력접착제, 잠자리의 날개를 모방한 헬리콥터와 초소형 비행체, 정육각
형 모양의 벌집을 본떠 만든 비행기 날개와 휴대전화의 기지국 등이 바로 이러한 생체 모방
과학의 연구에 의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옷, 신발 등에서
쉽게 붙였다가 떼었다 할 수 있는 찍찍이(Velcro)는 메스트랄이라는 스위스의 전기기술자가 개
를 데리고 들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도꼬마리 씨앗이 자신의 바지와 개의 털에 달라붙는 것을
보고 이에 착안해 발명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생체 모방 기술 과학과
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발견을 통해 자연이 인간에게 위대한 발명가이자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생물은 자연의 진화 과정
에서 갖가지 시행착오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살아남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생존에 최적화된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여 인간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자연의 검증된
원리를 그냥 일상생활에 빌려와 쓰면 되는 매력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생체 모방 기술 중 ‘연잎의 초발수현상’을 활용하여 융합인재교육활동을 바탕으
로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갖고 그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차시구분

단계

1차시

상황제시

1,2차기

창의적 설계

3차시

감성적 체험

활동
연꽃테마파크에서 있었던 일
생체모방기술이란?
초발수현상 알아보기
초발수현상을 활용하여 가장 무거운 종이배만들기
나만의 초발수 에코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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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표
- 생체 모방 기술에서 우리 생활주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물에 사는 작은 생물 중 소금쟁이의 생태에 대해 알 수 있다.
- 우리 생활주변에서 생물을 모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할 수 있다.
- 초발수 현상의 탐구과정에서 모둠원이 서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 초발수 현상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초발수 에코백을 디자인하여 만들 수 있다.

○ S : 초발수 현상의 과학적 탐구
○ T/E：생체 모방 기술의 활용 및 중요성, 초발수 현상을 활용한 첨단나노기술
○ A：초발수 종이배 디자인하기, 나만의 초발수 에코백 만들기
○ M：초발수 종이배의 무게중심

상황제시
부모님과 함께 연꽃테마파크에 놀러갔다. 연꽃테마파크에는 벌써 많은 연꽃이 피어 있었
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산을 가져 오지 않은 우리는 정자에 가서
비를 피했다. 소나기는 금새 그쳐 다시 연꽃을 관람하는데 연잎은 전혀 젖지 않은 것을 보
았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입은 옷은 금새 다 젖었는데 연잎이 젖지 않는 것이 궁금했다. 그
래서 집에 돌아와 연잎이 젖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니 연잎표면에는 초발수기능을 발휘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러한 연잎의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주변에
서 많은 초발수 현상을 활용한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연앞처럼 생물을 모
방해서 만든 제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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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공학적 탐구로써 초발수현상의 다양한 쓰임새와 초발
수현상에 대해 탐구하게 된다. 먼저 마술을 통해 흰 면티셔츠가 젖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보
고초발수액처리를 한 흰면티셔츠와 그렇지 않은 티셔츠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초발수현상
이 일어나는 원인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콜라, 우유, 요구르트, 식용유, 식초, 간장, 참기름등
을 떨어뜨려 이를 비교 관찰하여 비교해 보도록 한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상황제시
때 제기되었던 소금쟁이가 물에 뜨는 원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초발수처리를 한 면을 활용하
여 가장 무거운 종이배를 디자인하여 만들어보고 물에 띄워 본다.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발수액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는 물에 젖지 않는 에코백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게 된다. 염색용 크
레용을 활용하여 초발수처리를 한 천가방에 자신만의 무늬와 색깔을 넣어 그리고 다림질을
하도록 한다. 완성된 에코백을 모둠별로 발표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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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대상

과학, 미술, 실과, 수학

단원

5학년

총차시

3

과학 - 4. 작은 생물의 세계
․(5학년, 과학) 우리 생활 주변의 작은 생물이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교육과정 ․(5학년, 미술) 아름다움과 쓰임새를 생각하며 포장용기를 꾸며 볼 수 있다.
․(5학년, 실과) 나의 옷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쓰임새에 맞게 입을 수 있다.
1. 우리 생활 주변의 작은 생물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2. 초발수 현상에 대해 알아 보고 가장 무거운 소금쟁이를 만들 수 있다.
3. 초발수 현상을 활용하여 물에 잘 젖지 않는 에코백을 만들 수 있다.

학 습
흐름

활동
(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자료(▶) 및
학생 예시발문(-) 및 활 유의점(※)

교사의 핵심발문(-) 및 활동( )

동( )

형태)
생 활
과 관
련 된
경 험
이 야
기 하
기
(
상황
제시

활동)
(15분)

사진과 이야기를 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기
-어제는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에

▶ 연그림과 소
금쟁이 사진 제
시

있는 연꽃테마파크에 놀러갔습니다. 연꽃
테마파크에는 벌써 많은 연꽃이 피어 있
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연꽃과 체험학습
을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우산을 가져 오지 않은 우리
는 비를 피하기 위해 정자에 들어갔습니

(30분)

다. 다행히도 소나기는 금새 그쳐 다시

(1/3

연꽃으로 다가갔는데 신기하게도 연잎은

차시)

전혀 젖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
게도 우리가 입은 옷은 금새 다 젖었는데

▶ 활동지- 생

연잎이 젖지 않는 것이 신기하고 너무 궁

각열기 1

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연잎이
젖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니 연잎표면에는
초발수기능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발수
기능은 연잎뿐만 아니라 많은 식물에게도
있으며 물위를 다니는 소금쟁이에게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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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발
수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유익한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잎의 초발수기능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
물들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유익한 제
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그림과 사진은 무엇을 나타낸 것입
니까?

-연잎에 물이 맺쳐있고 ※ 연잎에 맺혀
소금쟁이는 물에 떠있 있는

-연을 본 경험이나 연과 관련된 체험활동 다.
을 한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물방울과

소금쟁이가

물

-부모님과 텃밭에서 토 에 떠 있는 것
란대를 봤는데 연과 같 을 연관지어 생

-연과 소금쟁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공통 이 물이 흘러내렸어요. 각할 수 있도록
점이 있을까요?

-물에 젖지 않아요

-왜 소금쟁이가 물에 떠 있고 연잎에 있

한다.
※ 자신의 경험

는 물방울이 잎에 펴져있지 않고 구 모양 -소금쟁이와 연잎이 물 을 자유롭게 이
으로 맺혀있을까요?

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 야기해 본다.

-소금쟁이와 연잎을 보면서 우리 생활에 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옷이 물에 젖지 않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이 물에 젖지 않게
할수 있어요.

생 체
모 방
기 술
알 아
보기
(

▶ 활동지- 생

생체 모방기술 알아보기
-다음 그림과 사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
인가요? 생체모방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볼
까요?

각열기 2
-동물이나 식물을 모방
해서 우리 생활에 편리 ※ 생 체 모 방 기 술
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에대한

개념이

활동)

어려울 수 있으

(15분)

므로 우리 주변
의 생활과 관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체모방기술을 -신칸센 열차, 전신 수 지어 생각해보
도록 한다.
응용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복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다음 영상을 보면서 생체모방

영상을 시청한다.

▶EBS여름방학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

특강 – 자연에서

다.

배운다 영상

-생체모방기술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
을 자유롭게 적거나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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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
해결한다.

활동지를 ▶ 활동지- 생
각열기 3

초 발
수 현
상 알
아 보
기
(
활동)
(20분)

실험을 통해 초발수 현상 알아보기
-선생님이 마술을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
습니다. 이 면티셔츠를 수조에 담그면 어

-물에 젖을 것 같습니 ▶초발수액,
다.

여주며 ‘왜 면티셔츠가 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것과 같이 티셔츠
가 물에 젖지 않는 이유는 티셔츠에 연잎
이나 소금쟁이와 같이 초발수효과를 나타

흰면티셔

츠, 수조, 물, 컵

떻게 될까요?
-면티셔츠를 수조에 담가 학생들에게 보

리미,

다

-특수한 면티셔츠일 것
같습니다.
-면티셔츠에 뭔가를 묻
혔을 것 같아요.

낼 수 있는 코팅을 한 것입니다.
- 그럼 이 효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실험
을 해볼까요?

학습지를 해결한다.

협동하여

-흰 면티셔츠에 초발수액을 충분히 적신

▶ 활동지- 생

은 티셔츠를 잘라 광학현미경으로 비교해

각펼치기 4

봅시다.

적 설

-초발수액을 적신 티셔츠와 그렇지 않은

계

▶ 콜라, 우유,

티셔츠에 콜라, 우유, 식초, 참기름을 한

(50분)

식용유,

방울씩 떨어뜨려보고 비교해 봅시다.

(1,2/3

식초,

참기름, 통, 스

실험결과를 비교해 봅시다.

차시)

실험

하도록 한다.

후 다림질을 한 후 초발수액을 적시지 않
창 의

※모둠원이 서로

포이트

가 장
무 거
운 소
금 쟁
이 만
들 기
(모둠
활동)
(25분)

모둠별 초발수배 만들기
-소금쟁이의 생태에 관한 영상을 감상해

영상을 감상한다.

▶EBS클립뱅크
– 소금쟁이 영상

봅시다. 감상하면서 소금쟁이가 물위에
뜨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봅시다.
-소금쟁이가 물위에 뜨는 이유는 무엇일
까요?

-다리에 기름성분이 있
습니다. 물을 밀어내는

-그럼 물위에 초발수액을 적신 종이와 그
렇지 않은 종이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
까요?
-그럼 이러한 초발수현상을 활용하여 주
어진 준비물을 활용하여 가장 무거운 종
이배를 구상해 봅시다.
-조별로 구상한 종이배를 만들어 보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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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합니다.
-초발수액을 적신 종이 ▶ 활동지가 물에 뜰 것 같습니 생각펼치기 5
다.

초발수액을

적

가장 무거운 종이배 신 A4종이, 클
를 만들어 본다.

립, 물, 수조

위에 띄워 봅시다.
-어느 조의 종이배가 클립을 가장 많이 -소금쟁이를
담았나요?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게중심

을 잘 맞추었습니다.

초발
수 에
코 백
만 들
기
(
활동)
(35분)

초발수에코백 만들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런 천으로 된 가방은 비가 오는 날에

-비에 젖게 됩니다.

-그럼 비가 오는 날에도 젖지 않는 초발
수에코백을 디자인해 봅시다.
① 먼저 에코백을 초발수액에 충분히 적

본다.
에코백을 만들어 본 ▶ 활동지
다.

생각다지기 6
※ 다림질을 할
경우

우를 바꾸어 그린 후 흰종이를 덮어 다시

험

봅시다.

험)

-초발수 에코백을 활용하여 모둠별 패션

(3/3차

쇼를 해 봅시다. 패션쇼에서 가장 잘 했

시)

분무기에 물을 담아 한다.
초발수에코백에 뿌려본 ▶분무기, 물

-

(40분)

다고 생각되는 모둠의 모둠원을 선정하여

다.
패션왕을 선정해 본 ▶ 활동지
다.

생각다지기 7

패션왕을 선정해 봅시다.
활 동 활동되돌아보기

▶ 활동지

되 될 -그동안 생체모방기술중 초발수 현상에

스스로 평가한다.

아 보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기

반드

시 안전에 유의

- 초발수 에코백에 물에 젖는지 실험해

의 경

다리미가

뜨거우니

다림질한다.

(성공

에코백사

에코백을 디자인해

② 디자인한 부분을 염색 크레용으로 좌

적 체

양한
진

는 어떻게 될까요?

신후 다림질을 한다.
감 성

-다양한 천가방입니다. ▶ 인터넷의 다

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 개 별 평가해 봅시다.
활동) -앞으로 우리가 생물과 서로 공존할 수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
(5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겨야 합니다.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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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보기 8

되돌아

▪ 평가 계획에 따라 교사의 관찰에 의한 관찰평가를 실시한다.
▪ 수업 중 작성한 학습지는 걷어서 추후 평가를 실시한다.
▪ 수업 후 교사 자기평가와 학생 자기 , 동료평가를 실시한다.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평가
영역
항목
감 성 집중과 끈
적
기
체험
호기심과
자신감

우수(A)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
게 해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융합적 과제
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
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
여함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
러지게 나타남
창 의 해결방안
초발수 현상에 대한 이
적
및 계획
해를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
계획하고 수행하는 실
험과정에 대한 이해도
가 높음
문 제 해 결 초발수 현상에 대한 이
과정
해를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할 수 있
으며 가장 무거운 소금
쟁이를 디자인하여 만
들 수 있음
산출물
제작한 무거운 소금쟁
도출
이에 과학, 미술, 수학
과의 융합적 사고가 잘
나타남
총평

보통(B)

미흡(C)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있으나 끈기가 부족함
기가 부족함

끈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
간의 흥미가 있으며 융 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
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고 참여하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가끔씩 나
타남
초발수 현상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실험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
초발수 현상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고 가장
무거운 소금쟁이를 디자
인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제작한 무거운 소금쟁이
에 과학, 미술, 수학과의
융합적 사고가 부분적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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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
음
초발수 현상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
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수행하는 실험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
초발수 현상에 대한 이해
도 떨어지고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고 소금쟁이를
잘 만들지 못함

제작한 무거운 소금쟁이에
과학, 미술, 수학과의 융합
적 사고가 나타나지 못함

▢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총평

▢ 항목별 평가 계획
항목

척
도

평가 관점

▪ 소금쟁이와 연잎을 통해 우리 생활에 활용할 수 있
는 예를 알수 있는가?
▪ 모둠원과 협동하여 초발수 현상을 이해하고 실험을
S,T,E
계획하고 수행하였는가?
상
▪ 모둠원과 협동하여 패시브하우스의 원리를 이해하고
T.E,A,M
중
패시브하우스를 만드는가?
하
▪ 주제와 관련하여 친환경에코백이 창의적이고 아름답
S,T.E,A,M
게 만들어졌는가?
S,T,E

태도
평가
주안점

평가
시기

평가
방법

상황제시
관찰,
창 의 적 설 학습지
계

감성적 체
관찰
험
관찰,
▪ 모둠원과 협동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실험에 참여하
수시
자기평가,동
는가?
료평가
▪학생스스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 즉시 피드백 함으로써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 학생 자기 평가 계획
평가
방법

자기
평가

평가영역

평가기준

감성적
체험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창의적
설계

◆ 생체 모방 기술과 관련된 생활문제를 과학적으로 탐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 모둠원과 협력하여 초발수 현상과 관련된 실험 및 결
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였는가?
◆ 모둠원과 협력하여 가장 무거운 소금쟁이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여러 가지 학습적인 요소를 생각하기 위하여 노력하
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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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 학생 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동료
평가

평가영역

평가기준

감성적
체험

◆ 급우의 초발수 에코백이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만들어
졌는가?

창의적
설계

◆ 모둠원과 협력하여 초발수 현상과 관련된 실험을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모둠원과 협력하여 가장 무거운 소금쟁이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
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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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프롤로그 1
✎ 생체모방(biomimetics)에 대하여
생체모방은 생명을 뜻하는 'bios'와 모방이나 흉내를 의미하는 'mimesis' 이 두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따온 단어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체모방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
소들이나 생물체의 특성들의 연구 및 모방을 통해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양에서 300여 년 전에 일어난 과학혁명과 200여 년 전에 일어난 산업 혁명은 전세계에
전파되어 대부분의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
건강,

수명 연장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

었고,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연
을 이용하는 동안 지구는 서서히 훼손되어
갔다. 특히 20세기 들어 최근 100여 년간
과학 기술의 발달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화되

었고 산업화의 폐해가 가시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기

. 지구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담수 부족, 초원의
새를 모방하여 만든 라이트형제의 비행기

사막화, 자연림 감소, 토양 침식 등의 문제

외에 바다에서도 화학물질과 쓰레기 오염, 어족 감소 등 많은 문제들이 가시화되었고 그 상황
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과학기술은 분명히 인류 대부분의 삶을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해주
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회·경제·환경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답은 바로
생체모방이다. 지난 날들의 행보와는 다르게 인간은 지구에 적응을 해야하며, 막강한 기술의
방향을 자연으로 향해야만 한다.

자연을 앞지르거나 조종하기 위해 자연에 관해 배우는 것

이 아니라 자연과 영원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으로부터 배워나가야 한다.
학문으로써의 생체모방이 정립된 것은 최근이지만,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원시시대에
사용하였던 칼과 화살촉 등의 사냥 무기들은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을 보고 만들었다. 다른 생
물들의 생활과 자연을 관찰하면서 필요에 맞는 지식을 얻어 적용함으로써 생체모방을 하고 있
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자연을 관찰·분석하여 학문적 토대를 세우고 자연을 모방한 제품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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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2

게코도마뱀

게코도마뱀의 발가락

실제 적용 사례
① 게코 테이프
게코 테이프’는 수직의 벽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는 도마뱀붙이의 특징으로
부터 착안된 신제품이다. 분자간의 약한 인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접착력이 강함에
도 불구하고 쉽게 붙였다 떼어냈다 할 수 있다. 이 테이프의 접착성은 도마뱀붙이의
발바닥에 나 있는 강모의 특성을 응용한 것인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게코 테이프를
이용한 로봇 도마뱀 ‘스티키봇’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혹등고래의 지느러미를 모방한
풍력발전날개

혹등고래(지느러미)

② 웨일파워
웨일파워는 고래의 지느러미로부터 아이디어를 낸 새로운 디자인의 풍력 터빈이
다. 웨일파워의 연구자들은 고래의 지느러미에 나있는 요철 형태의 돌기인 결절에
대한 공기역학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신체 기관이 양력의 손실과 항력이 결합된
감속 현상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행의 경우
감속은 고도의 저하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요소로 작용하는 데 이로 인해 웨일
파워가 개발 될 수 있었다. 그 후 웨일파워를 개발한 회사측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풍력 터빈에 적용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품의 성능이 시속 17마일로
두 배 정도 향상되었으며, 항력을 절감시키는 보다 효율적인 터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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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수업 모델 연구단 (2012) 초등교재, 열전달과 우리 생활
2. 김병삼, 차나현, 백경인,이상연(2010), Lotus 초발수 성질 연구와 창의적 응용, 제56회 전라북도과
학전람회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논문
3. 경기도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 지도자료 (2011), 생태계의 숨은 지배자 곤충!
4. 경기도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 지도자료 (2012), 과학시간에 만나는 마블링
5. 늘빛초등학과연구회(2011), “여름과학캠프”, 자료집.
5. 한국과학창의재단(2011). 2012년도 융합인재교육 파이오니어 양성과정연수 교재.
6.

한국과학창의재단(2011).

융합인재교육(STEAM)

총론

및수업

모델

개발

등

개발

연구

(http://www.kofac.re.kr/busi2/jsp/NormalCtrl.jsp?ACT_CD=IntroSTEAMAgendaVm, 2012년 10월 2일
접속).
7. EBS여름방학생활 2강(자연에서 배운다-생체 모방 기술) 영상자료
8. EBS클립뱅크-소금쟁이
9.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
10. 네이버포토- http://pho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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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6학년
STEAM ②

뻐꾸기 출생의 비밀

학문의 목적은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있다. 특히 자연과학에서 그 목적이 두드
러진다. 동물의 세계는 인간 사회를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이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가
과학에서 생물을 배우는 이유가 이에 있다. 학생들은 생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토대로
사회에 대한 기저를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외경심을 갖게 함
으로써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탁란(托卵)-알 몰래낳기’이다. 곤충, 어류, 미생물 등 다양한 종에
서 나타나지만 우리에게는 조류(鳥類)인 뻐꾸기의 습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뻐꾸기는 자
신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붉은머리 오목눈이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는다. 흔히 뱁새로
알려진 붉은눈이 오목눈이는 새끼 뻐꾸기를 지극정성으로 기르며 뻐꾸기는 종족 번식을
힘들이지 않고 성공을 한다. 붉은머리 오목눈이의 입장에서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뻐꾸기의 탁란 성공률은 채 15%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뻐꾸기도
치밀한 전략을 통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탁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미술, 실과, 수학 등의 다양한 교과들의 구성요소를 함께 습득할 수 있다. 활동별로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차시구분

단계

1차시

상황제시

1-2차시

창의적 설계

활동
알 몰래나기에 대한 느낌 이야기하기
뻐꾸기 출생의 비밀 알기
뻐꾸기와 뱁새의 전략 이해하기
알 디자인하기

2-3차시

감성적 체험

안전한 둥지 디자인하기
서로의 작품 평가하기

이 프로그램은 STEAM 프로그램의 기본적 요소인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구조에 따
라 구성되어 있다. 상황제시와 창의적 설계 단계는 통해 생각 열기, 생각펼치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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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성적 체험이 단계는 생각다지기와 생각되돌아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활동들은 세부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학생들이 사고를 구조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장 교사들이 별도의 교재연구 없이 바로 수업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첨
부하거나 QR코드 등으로 변환하여 삽입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첨부 자료는 읽기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내용 목표
- 생물계에 존재하는 ‘알 몰래낳기’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 ‘알 몰래낳기’를 성공시키기 위한 뻐꾸기의 전략을 수립한다.
- ‘알 몰래낳기’를 막기 위한 뱁새의 전략을 수립한다.
과정 목표
- ‘알 몰래낳기’에 성공할 수 있는 알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결과물 작성을 위해 모둠 내에서 협력적으로 문제해결을 경험한다.
- 다양한 구조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안전한 둥지를 설계할 수 있다.

○ S : ‘알 몰래낳기’의 생물학적 의미
○ T/E：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둥지 설계하기
– 주어진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창의적인 둥지를 설계/제작한다.
○ A：‘알 몰래낳기’에 성공가능한 알 디자인하기
○ M：충격과 충격량 계산하기
- 천장 높이에서 떨어지는 알이 가진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 공식을 활용하여 수학적으로
충격량을 계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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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어느 화창한 여름날입니다. 오늘도 붉은머리 오목눈이는 자식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
느라 바쁩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커다란 호랑나비 애벌레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빨리
가서 새끼들에게 전해주어야겠군요. 어? 그런데 먹이를 주고 있는 어미와 새끼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네요. 둥지에 있는 새끼가 어미보다 훨씬 커다랗고 무섭게 생겼네요!! 깃털의
색깔도 다르고... 둥지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알 몰래낳기’이라는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학생들로 하
여금 뻐꾸기와 붉은머리 오목눈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보
도록 하자.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경외심이 커질 것이다.
- 1차시에서 실질적인 활동에 앞서 학생들이 ‘알 몰래낳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다음에 이어질 창의적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 형성을 위
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킨다. 암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재
미있고 신기한 현상을 이야기해주듯이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상황제시 단계를 토대로 뻐꾸기와 붉은머리 오목눈이의 치열한 전략
을 이해하는 과정이 주가 된다. 알을 몰래 낳으려는 뻐꾸기의 전략에 맞선 방어해야만 하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혈전!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둘 가고 둘 남기’라는 협동학습의 구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2차시에서 ‘알 몰래낳기’를 성공/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 본다.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공학적 설계를 경험하게 한다. 2차시에서 세운 다양한 전
략들을 토대로 ‘알 몰래낳기’를 성공시키기 위한 입장에서는 알을 디자인해본다. 또한, 방어의 입
장에서는 알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한 둥지를 제작해본다.
- 3차시에서는 앞서 배운 1,2차시의 학습 내용들을 모두 활용한 최종 미션의 성격을 갖는다. 따
라서, 3차시의 활동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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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단원

과학, 실과, 미술, 수학

4.

총차시

3

환경(6학년 1학기)

교육과정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4. 생태계와 환경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2. 자연환경과 미술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4. 여러 가지 입체도형

학습목표

1. 생물계에 존재하는 ‘알 몰래낳기’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2. ‘알 몰래낳기’를 성공시키기 위한 뻐꾸기의 전략을 수립한다.
3. ‘알 몰래낳기’를 방어하기 위한 붉은머리 오목눈이의 전략을 수립한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 제시>
◎ 이야기 읽어주기

‣읽기자료(교사용 지도서)

알 몰래낳기?
◎ 사진 보고 느낀점 이야기하기
(10분)

- 어떤 점이 인상적인가요?
‣

- 왜 저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1/3차시)

알 몰래낳기(먹이주기)

- 어떤 새들의 모습일까요?
- 교과서에 느낀점 정리하기
◎ ‘알 몰래낳기’에 대한 개념 제시
- 동물계에서 이루어지는 ‘알 몰래낳기’라는 현상입니
다.

‣ 설명 자료(교사용 지도서)

- ‘뻐꾸기’와 ‘붉은머리 오목눈이(이하 뱁새)’입니다.
- 누가 몰래 알을 낳은 것일까요?
-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

뻐꾸기메기 알몰래낳기

‣

큰꿀잡이새 알몰래낳기

‣

꿀잡이새의 안내

◎ 다양한 동물들의 ‘알 몰래낳기’ 사진 소개
- 물고기의 ‘알 몰래낳기’
: 뻐꾸기 메기 vs. 시클리드
- 큰 꿀잡이새 vs. 벌잡이새
- 자연계에 존재하는 현상임을 인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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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자료(교사자료1)
※ 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자료를 활용
◎ ‘알 몰래낳기’에 대해 더 알아보기
- PPT를 보며 '알 몰래낳기‘에 대해 이해하기

하여 수업을 진행한다.(교사용 지
도서)

- 뻐꾸기의 성공 전략 알아보기
<창의적 설계>

- 뱁새의 방어 전략 알아보기
- 뻐꾸기와 뱁새의 생존 전략 더 알아보기

‣

뻐꾸기 알몰래낳기(출생~성장)

‣

뻐꾸기 알몰래낳기

알 몰래낳기!
(20분)
(1/3차시)

Tip!

‘알 몰래낳기’이란?

- 동물들이 종족 번식을 위해 다른 종의 둥지에 알을 낳 ‣

새끼뻐꾸기 알 밀어내기

는 것
- 주로 뻐꾸기가 자신보다 작은 개개비, 딱새, 뱁새에게 ※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용어
행하는 특징이 있음.
를 변환하여 제시한다.
- 용어 정의(알 몰래낳기, 도둑새, 집주인새 등)

‣ 활동지 - (학생자료1)

◎ 자신의 입장 선택하기
- 뻐꾸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 뱁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창의적 설계>

- 자신의 입장을 활동지에 정리한다.
‣뻐꾸기(뱁새) 머리띠(준비물1)

입장 ◎ 동질의 모둠 구성하기
- 찬성/반대에 따라 모둠 구성하기
이해하기
- 같은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의견 정리하기
서로의

(20분)
◎ ‘알 몰래낳기’에 대해 토론하기
(2/3차시)

- 둘가고 둘남기 전략을 통한 토론하기
- 최종 의견을 네컷 만화로에 표현한다.
‣네컷만화 활동지 - 학생자료2
Tip!

※ ‘둘 가고 둘 남기’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협동학습 전략 활용 - 둘가고 둘남기

- 협동학습 토론 구조인 ‘둘가고 둘남기’ 전략을 활용하여 학
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단 시간안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18 -

모둠을 4-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교사는 찬성/반대의 숫자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교사용 지도서)

◎ ‘뻐꾸기’ 되어보기
<감성적 체험>

- 여러분이 뻐꾸기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 ‘알 몰래낳기’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뻐꾸기의 전략

- 실제로 알 색깔과 패턴을 바꾸면서 진화한 뻐꾸기 사
례 제시

여러가지 둥지와 알

알 디자인하기
◎ ‘알 몰래낳기’를 성공시키기 위한 뻐꾸기의 전략
(25분)

- 뻐꾸기의 입장에서 어떤 색깔과 무늬의 알을 낳아
야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2/3차시)

-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자료3(다양한 둥지와 알 사
진)

색, 무늬, 크기 등
- 뱁새의 알과 유사하도록 달걀 꾸미기

‣색연필 또는 네임펜, 날달걀

-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도록 꾸미기(학생자료3 사진)
◎ 서로의 작품 평가하기
- 활동이 끝난 작품은 실물 화상기를 통해 보여준다. 배

‣실물화상기

경 사진 속에 작품을 놓았을 때 가장 구별하기 힘든 작품
을 우수하게 평가한다.(동료평가)

※ 실제 현실에서는 뱁새가 안전받

◎ 다음 차시 예고

- 그렇다면 뱁새가 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 이를 만들 수 없지만 전략적인 측
이 있을까? 안전한 구조물을 만드는 대안을 찾도록 한다. 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Tip!

모둠별로 다른 사진 자료 배부

- 간단한 용어정의 퀴즈(도둑새, 집주인새, 알 몰래낳기 등)를
통해 모둠별로 서로 다른 사진자료를 배부해 다양한 환경 속에
서 개성있는 알을 디자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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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 ‘알 몰래낳기’를 막기 위한 뱁새의 전략
( 안전받이 만들기 )
뱁새의 전략

‣PPT - 교사자료2

- 부화한 뻐꾸기는 본능에 따라 뱁새의 알을 둥지 밖으
로 필사적으로 밀어냅니다. 뱁새에게는 방어하기가 쉽지

안전한
만들기

둥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을 지키기 위해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떨어지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 둥지 아래에 안전받이

(35분)

를 만들어 보세요.

(3/3차시)

◎ 충격과 충격량

‣

뽁뽁이(충격흡수)

‣

신발(충격흡수)

‣

침대충격흡수(볼링공)

- 충격량 = 충격 × 시간(충격 = 충격량/시간)
-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이 길
어져야 한다.(충격량이 일정할 경우)
◎ 안전받이 디자인하기
- 다양한 구조물 구안하기
- A4 용지에 디자인하기
- 친구들과 돌려 보며 개선할 점 적어주기

‣활동지 - 학생자료4

◎ 안전받이 만들기
-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최대한 안전받이를 제작하기
- 시간, 재료사용, 무게, 성공여부 등을 평가한다.
- 1-2차 시도 : 삶은 계란(메추리알)로 도전한다.

‣삶은 계란(또는 메추리알), 달걀,
8절도화지1장, 날달걀, 셀로판 테
이프
※ 학생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 3차 시도 : 날달걀로 도전한다.

없애기 위해 1-2차(삶은달걀),3차
(날달걀)로 나누어 도전하도록 한
다.

‣포스트잇

◎ 작품 품평회
- 친구들의 작품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리 활동
(10분)

- 포스트 잇을 이용해 친구들의 작품을 간단하게 평가
한 내용을 붙여준다.

(3/3차시)
◎ 뻐꾸기 출생 비밀을 배운 소감 나누기
- 뻐꾸기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 뱁새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 앞으로 모습 예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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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기와 뱁새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 구술 평가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척도
상

중

하

◆ 충격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융합적 사고
◆ 충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가?
◆ ‘알 몰래낳기’에 성공할 수 있게 알을 꾸몄는가?
창의적 설계
◆ 달걀 안전 받이를 창의적으로 구안했는가?
◆ 자신이 설계한 실험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감성적 체험

◆ 느낀 점 발표 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의사 소통

◆ 토론에 임하는 태도는 바람직한가?
◆ 경청 및 발표 태도는 바람직 한가?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영역
감성적
체험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평가기준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뱁새의 입장에서 창의적인 전략을 구상했는가?

◆ 뻐꾸기의 입장에서 창의적인 전략을 구상했는가?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토론이 이
루어졌는가?

- 21 -

평 가
상

중

하

가. 용어의 정의
1) 탁란(托卵) -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알 몰래낳기’라는 용어로 사용
새, 물고기, 곤충 등에서 볼 수 있는 기생의 한 형태로, 다른 종의 둥지에 알을 낳아 그 종으로 하여금
새끼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 탁란을 하는 새로는 유라시아와 오스트리아에 서식하는 뻐꾸기, 아메리카의
카우새(Molothrus속)·검은머리오리, 아프리카의 천인조속·벌꿀길잡이새과 새 등이 있다.
대부분의 탁란을 하는 새는 알을 맡기는 종을 하나씩 정하고 있지만, 다섯 종의 탁란성 카우새 가운데
네 종은 여러 종류의 새에게 알을 맡길 수 있다. 뻐꾸기의 경우 암컷 하나하나는 종을 정하고 탁란을 하지
만, 그 종이 개체마다 차이가 있어 종 전체적으로는 여러 종을 숙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알의 색·무늬 숙
주로 삼는 종은 모계 유전한다. 탁란을 하는 벌이나 등에도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2) 탁란새(托卵새) -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집주인새’라는 용어로 사용
기생충이나 균류 등이 기생하거나 공생하는 상대의 생물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붉은머리 오목눈이
에 해당된다.
3) 숙주(宿主) 또는 가친(假親) -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도둑새’라는 용어로 사용
다른 동물에게 탁란을 시행하는 동물을 지칭함.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뻐꾸기에 해당된다.
4) 공진화(供進化, Coevolution) -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함께 진화하기’라는 용
어로 사용
여러 개의 종(種)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하여 가는 일, 충매화의 구조와 곤충의 입 모양의 진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나. ‘알 몰래낳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들
진화의 개념에서 보면 탁란은 끊임없는 공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뻐꾸기는 공격, 뱁새는
방어의 입장에서 총성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 물고기의 탁란 : 뻐꾸기 매기(Cuckoo Catfish) -> 시클리드
어류 중에서도 탄자니카 호수에 사는 뻐꾸기메기가 입 안에 보육하는 시클리드에게 탁란하며, 그 치어는
입 안에서 시클리드 치어를 먹고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큰꿀잡이새(Great Honeyguide) -> 벌잡이새(Bee Eater)

- 22 -

큰꿀잡이새 새끼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태어난다. 끝이 뾰족하고 예리한 부리가 바로 그것인데, 이 새끼
는 부화하자마다 아직 깃털도 없고, 눈도 못 뜨고, 아주 가냘픈 외양임에도 불구하고 벌잡이새의 새끼들을
마주잡이로 베고 쪼아서 죽여버린다. http://blog.naver.com/dyatrima/70119325221
<이기적 유전자 인용. 리처드 도킨스>
3) 탁란의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
뻐꾸기의 탁란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눈치 cos 뱁새는 뻐꾸기 알을 쪼아서 구멍을 내 둥지
밖으로 버린다. 뱁새는 탁란한 뻐꾸기 알을 70%이상 찾아내어 제거한다. 즉, 뻐꾸기 탁란 성공률은 30%
정도이다. 자연계에서는 높지 않은 비율이지만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뻐꾸기는 다양한 뱁새
둥지에 탁란을 시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한 둥지에서 완
벽하게 탁란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둥지에서는 성공할 경우를 준비하는 것이다.

다. 다양한 ‘알 몰래낳기’ 전략들
1) 알의 색과 패턴 흉내내기
뱁새의 알은 기본적으로 푸르스름한 빛을 띈다. 일반적인 새의 알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뻐꾸기는 탁란
을 위해 뱁새의 알과 크기에 비슷하게 산란을 하는 진화를 거듭했다. 이에 맞서는 뱁새의 전략은 알에 얼
룩 무늬를 넣는 것이다. 이는 짧은 시간에 가능한 변화가 아니고 오랜 세대를 거듭하며 생존을 위해 진화
한 결과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뻐꾸기 종에서는 얼룩 무늬가 있는 알을 산란하게 되었다고 한
다. http://www.youtube.com/watch?v=SO1WccH2_YM&feature=youtu.be
2) 알 부화일수의 변화
뱁새의 부화기일은 15일, 뻐꾸기는 9일로 약 일주일이 빠르다. 뻐꾸기는 일찍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몸
속에 알을 하루나 이틀정도 더 품고 있다가 산란을 한다고 한다. 일찍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본능적으로
둥지 밖으로 아직 부화하지 않은 다른 알들을 밀어낸다.
http://www.youtube.com/watch?v=SO1WccH2_YM&feature=youtu.be
3) 알 제거 기술의 발전
뱁새는 다른 새들에 비해 자신의 알을 구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탁란된 뻐꾸기 알을 모두
제거(먹어버리고)하고 자신의 알들만 품기 시작한다. 이에 반응하는 뻐꾸기의 전략 또한 우수하다. 자신의
새끼들이 부화할 즈음이 되면 둥지를 되 찾아가서 만약 부화에 실패했을 경우 아직 부화하지 않은 뱁새의
알들을 모두 제거한다.
4) 포란 중 노래 가르치기
호주에 사는 굴뚝새(숙주)는 포란 중에 있는 새끼에서 노래를 가르친다고 한다. 포란 기간 동안 일정한
패턴의 노래를 배워야만 정상적인 노래가 가능하다고 한다. 탁란새의 경우 일찍 포란하므로 노래를 다 배
우지 못해 성장에 실패해야만 한다고 한다.
5) 집단 방어
집단 산란을 하는 종의 경우 옆집 새가 집을 비운 사이 탁란을 시도하려는 것을 대신 막아주는 등의 집
단 방어 전략을 실시한다. 물론 품앗이 형태로 반대의 경우에도 옆집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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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학적 개념
1)

충격량 = 충격(력) × 시간

- 충격력 :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충격량이 일정할 경우 변수는 무게와 시간

- 충격 흡수란?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예> 야구선수가 공을 잡을 때 글러브를
몸 안쪽으로 품으면서 받는다.)

마. 동영상 시청 자료
http://www.ebs.co.kr/replay/show?courseId=BP0PAPF0000000029&stepId=01BP0PAPF0000000029&lectI
d=1178646# 생명의 비밀을 캐는 젊은이들-작은 악마, 뻐꾸기를 위한 변명 , EBS 15% 무료 시청 가능,
2005.12.02

바. 둘가고 둘 남기
이 활동은 Kagan(1994)이 개발한 것으로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토의토론 수업이다. 한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것은 교사가 판단할 일이다. 일단 개인적으로 과
제를 하고, 모둠이 함께 결과를 정리하고 다른 모둠에서 동일한 주제의 결과 정보를 수집해서 자신의 결과
물을 완성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 소집단, 대집단의 학습 경험을 얻는다. 결국은 비슷한 학습 결과를
얻는다.
또한, 이동하는 사람은 다른 모둠에 가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흥미를 얻고, 듣는 훈련도 하게 된다.
또 움직이면서 학습을 하므로 역동적인 수업이 된다. 모둠에 남은 학생들도 다른 모둠에서 온 학생들에게
자기 모둠의 학습 결과를 설명하는 두 번의 기회를 갖는데 이것 역시 고급 사고력을 사용하고, 발표하는
연습의 효과를 갖는다. 동시다발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발표하고, 듣는 훈련을 하는 셈이므로 매우 효율적
인 수업이 된다.
전통적인 모둠 학습에서는 각 모둠이 과제를 완수하고 전체 앞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보편적이지만 이
방법은 항상 소집단 속에서 발표와 경청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의미가 깊다.
1) 교사는 과제를 제시하고, 개인별 과제를 완수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알 몰래낳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반대로 결정하게 한다. 활동지에 자신의 의견과 그
에 따른 근거를 쓰게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제공한다.
2) 교사는 찬성과 반대에 따라 모둠을 재조직한다.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교사는 찬성과 반대의 숫자를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같은 의견을 가진 4명을 한 모둠으로 하여 자리를 배치한다.
3) 같은 의견을 가진 모둠원끼리 의견을 정리한다.
교사는 같은 의견을 갖은 친구들끼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여 다른 모둠과 나눌 주장과 근거를 구체화
하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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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사람은 오른쪽 모둠으로 가고, 두 사람은 남는다.
교사는 모둠 구성원의 역할을 정하든가 또는 번호를 부여해서 두 사람은 오른쪽 모둠으로 파견하고, 나
머지 두 사람은 그대로 남게한다. 파견된 두 사람은 다른 모둠과 의견을 교환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남아
있는 두사람은 다른 모둠에서 온 두 사람에게 자신의 모둠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5)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같은 활동을 하다.
적당한 시간이 되면 교사는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움직여서 같은 활동을 하게 한다. 즉, 다른 두 모둠
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대개 두 모둠 정도만 방문하면 충분하다.
6)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와 과제를 완성한다.
역시 시간이 되면 자기 모둠으로 돌아와서 토의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하여 교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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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달걀 안전받이 만들기
1. 활동 준비물
교 사

PPT, 라면상자2개, 실, 클립

아 동

8절 도화지 2장, 가위, 셀로판테이프,
달걀

2. 활동 방법
가. 구조물 만들기
1) 달걀이 떨어지면 깨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2) 도화지 2장과 가위,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하여 안전한 구조물을 만든다.

나. 실험하기
1) 천장에 실을 달고 실의 끝에 추(또는 클립)을 단다.
2) 실 밑 바닥에 라면상자를 놓고 그 안에 신문지를 넓게 깐다.
3) 라면상자 안에 구조물을 놓고 달걀을 떨어뜨린다.
4) 구조물과 달걀의 높이를 1.5m(천장 높이)로 책상 위에 서서 떨어뜨린다.(안전주의)
5) 달걀을 떨어뜨려 안전하게 깨지지 않고 받는 사람이 승리한다.

3.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가. 달걀을 다룰 때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달걀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상자안에 신문지를 깐다.
다. 달걀을 떨어뜨리기 위해 책상위에 올라갈 때 교사의 도움을 받고 지시에 잘 따릅니다.

4.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
가. 달걀은 왜 떨어질까?
물체(질량이 있는)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것을 ‘만유인력(萬有引力)의 법칙’이라 하고 지구에서는 중
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지구와 달걀은 질량차이가 너무 커서 지구가 달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걀이 지구로 끌어당겨지는 것이다.
나. 달걀은 왜 깨질까?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 중에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운동에너지는 움
직이는 물체는 그 속도와 질량에 따라서 힘이 커지고, 위치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힘 커진다는 것
이다. 달걀을 위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에너지만 생긴다. 그러다 점점 아래
로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바닥에 닫을 때는 그 힘이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바닥과 부딪히면서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 달걀 껍데기가 버틸 수 있는 정도보다 더 큰 힘이 달걀에 전달되게
되면서 껍데기가 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을까? ^^ 그것은 스스로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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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생명의
신비

중학교
교 사 용

건강잡지로 알아보는
영양소 이야기

중 학 교
STEAM ①

21세기의 학습자를 일컬어 ‘Digital Native(디지털 원주민)’이라고들 합니다. 이 용어는 돈 탭
스콧이 발간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 제목이기도 한데, 디지털 네이티브는 태어날 때
부터 디지털기기의 환경에 노출되어 쉽게 접하며, 인터넷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학습을 했습
니다(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그것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을 접한 학
습자에게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구태의연할 수밖에 없으며, 전통적인 교육방식으로 수
업에서의 관심과 집중을 바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 환경도 디
지털 세대에 걸맞게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21세기의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단순
히 읽고, 쓰고, 셈하는 3R 능력이 우선시되었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교실환경에
맞춰 창의성(Creativity), 인성(Character),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업능력(Collaboration)인
4C가 주된 능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혼자서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다른 사람
과 소통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문제해결과정의 대부분이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
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기 때
문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영양소라는 개념을 단순한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닌 ‘건
강’이라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테마를 가지고 ‘건강 잡지 출판’이라는 프로젝트를
협업을

통하여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

(Mathematics)의 요소를 융합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
를 창의적 설계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과학적 지식과 다양한 사회현상(비만인구 증가, 거식증
등)에 대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고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총 2차시로 STEAM의 준거에 맞게 구성을 하였으며, 이는 일반적
인 학교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많은 학습량 보다는 실질적인 활동 위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모둠별로 1대 이상의 태블릿PC 혹은 노트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웹 검색을 활용하고, 유튜브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모둠별로 활동 주제를 이를 통해 모둠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UCC 또는 사진, 웹상의 다양한 정보 등을 ‘건강 잡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출판 형태를 띠어
만들어 내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산출물을 실제 온라인에 게시
하여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이에 따른 호응을 통해 감성적 체험이 잘 이뤄지도록 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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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방법 및 기본
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에 대한 소개가 사전에 실시가 되어야 하며, 잡지의 예술적인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 내에서 모둠의 모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독려하여 발표와 상호평가 및 감상평까지가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생
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융합 인재 교육(STEAM)이 일선학
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즉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 목표
-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기초에너지 대사량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 영양소 과다 및 결핍에 따른 건강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결과물 작성을 위해 모둠 내에서 협업 능력 및 문제해결력을 향
상 시킨 수 있다.
- 영양소 과다 및 결핍을 줄일 수 있는 홍보 자료로 건강잡지를 창의적으로 고안할 수 있다.
- 건강잡지 속에 영양소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전달이 가능하게 구성 할 수 있다.

○ S(과학) :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기초에너지 대사량, 영양소 과다 및 결핍증을 이해
○ T/E(기술) :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 전자 잡지 제작 및 UCC 제작
○ A(미술) : 건강 잡지 구성 및 디자인
○ M(수학) : 청소년기의 일일권장 에너지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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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UCC 보여주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팀에 근무하는 지킴이는 영양표시 인식 일일 리서치를 위해 마트
에서 건강한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영양표시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지나던 건강이와 안전이는 지킴이와 함께 양양표시와 관련된 궁금증을 주고 받게 된
다. 영양성분표라는 것은 무엇일까? 영양성분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뼈를 튼튼
히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성분이 함유된 우유를 마셔야 할까? 좋은 영양소가 함유된 음식
을 섭취 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가 직접 건강을 알릴 수 있는 잡지와 UCC를 만들어 웹에 탑재 하거나 혹은 Youtube에
탑재하여 홍보활동을 실천해 보자.
- 1차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영양표시정보 홍보 영상인 ‘건강이의 영양표시
여행’을 보고 건강과 영양소와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 건강과 영양소라는 단어를 이용하
여 자유롭게 마인드 맵을 그려보도록 한다. 마인드 맵을 그릴때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의 보유 정도에 따라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 Okmindmap과 같은 웹기반 서비스를 이용
하거나 혹은 전지를 이용하여 모둠별로 함께 작성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작성한 건강과 영양소의 상관관계를 통해 모둠
별로 영양소와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홍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건강잡지를 구상하고 이를
온라인 잡지 혹은 UCC 형태로 제작 한다.
- 2차시에서 효과적인 양양성분표를 활용한 영양소와 건강 캠페인을 홍보하기 건강잡지를
직접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 설계, 편집, 제작, 출판하고 최종 산물을 공유하여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제작한 창의적인 건강잡지
혹은 UCC를 공유하고 가장 구입하고 싶은 잡지나 UCC에 대하여 상호평가 방식의 투표를
통해 참신했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를 잡지의 경우 블로그 혹은
SNS를 통해 알리고 UCC의 경우는 Youtube에 올려 주변의 반응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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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건강잡지로 알아보는 건강과 영양소 이야기

학교급 중학교

차시

총 2차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교육목표

⑴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
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⑵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⑶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⑷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관련교과

과학, 수학, 기술·가정, 미술

차시 대체
교과 및

4.
교과

과학

단원

교육과정
목표

대단원

소화·순환·

중단원

호흡·배설

2.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소단원

1. 식품포장지의 영양성분 표시를 통해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2.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홍보 잡지를 만들 수 있다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 건강이의 영양표시 여행 (http://goo.gl/cMy7Kq)
상황제시

2-1.영양소

1차시

- 건강과 영양소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 영양소 송을 바탕으로 마인드 맵 작성
(http://goo.gl/PqqBzr)
- 영양소를 활용한 식품 광고를 감상

2차시 -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전자책 제작 및 UCC제작 방법
이해

교과

STEAM

목

요소

과학
예술
가정

과학
기술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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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S, T, E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창의적

1차시

설계

- 식품포장지의 영양성분표가 나타내는 의미 유추하기
- 모둠별 건강 홍보 수단 선정 및 홍보 계획서 작성

교과

STEAM

목

요소

과학
수학

S, A, M

예술
과학

2차시 - 건강 잡지 제작(전자책 or UCC 모둠별 택 1)

기술

S, T,

공학

E, A

예술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감성적
체험
(성공의

2차시

교과

STEAM

목

요소

- 모둠별 건강 잡지 발표 대회

과학

- 온라인 투표 및 최고의 잡지 선정

공학

경험)

기술

2차시 - 온라인 결과물 탑재 및 실제 홍보

과목

과학, 수학, 기술·가정, 미술

단원

예술

총차시

S, E

T, A

2

(11) 소화·순환·호흡·배설

2009

_중2학년_소화·순환·호흡·배설

이 단원에서는 동물의 구성단계를 이해하고 각 기관계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이
교육과정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동물이 음식물을 섭취하여 영양분을
얻으며, 체내의 각 조직세포로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여 세포의 생명활동을 통해 에
너지를 얻고, 노폐물을 배설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한다.

학습목표

1. 식품포장지의 영양성분 표시를 통해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2.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홍보 잡지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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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건강

건강이의 영양표시 여행

이의 영양표시 여행’이라는 영양표시와 관련된
에니메이션을 감상한다. (http://goo.gl/cMy7Kq)
Tip!

영상 속 등장 인물 들의 대화에 학생들이 집

중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상황 제시>
건강이의
영양표시

◆ 건강이가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Tip!

여행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을 해도 되고, 직접 작성

하게 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1/2차시)

◆ 영양성분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1)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 표시

▶ 활동지(생각열기)

2) 기타 무기염류 및 총 열량 표시
Tip!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의 기본적인 의미

를 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정리가 된 ‘영양소
송’(http://goo.gl/PqqBzr)을 통해 각 영양소가
지니는 기능을 확인하고 학생들 스스로 영양소
의 종류와 기능을 건강과 연관 지어 자유롭게
Mindmap을 그려 보고 모둠별로 공유한다.
Tip!

학생들이 마인드 맵을 작성할 때는 틀에 묶이 ▶ 영양소송 동영상
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와 시간을
제공해 준다.

- 6 -

▶ 활동지(생각열기)

활동 모습

Tip!

- 모둠별 마인드 맵 만들기

▶ 필요에 따라 Okmindmap과
같은 협업이 가능한 웹기반 저작
도구 활용
▶ 고열량저영양식품 확인 앱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포스터 살펴본 뒤 ‘고열량저영양식품 확인 앱’을
다운 받는다.

◆ 모둠별로 준비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식품 포장지
<창의적
설계>

의 영양성분표를 보고 각 식품들의 총 열량을 계 ▶ 활동지(생각펼치기)
산해 본다.

기술․가정시간 ‘청소년의 생활’에서 학습한 영양
(1/2~2/2차시) 섭취 기준과 자신의 식생활 문제와 연계하여 학생들
Tip!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

◆ 주위 사람들이 비만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홍보 및 실천을 위한 건강 알림 계획서를 작
성하도록 한다.
Tip!

모둠별로 자유롭게 계획서를 작성하되 실제로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하도록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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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생각다지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소의 특성과 식품을 고를
때 영양성분표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간이 건강잡지 or 건강 홍보 광고(UCC)를 만
든다.
Tip!

외부에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홍보

를 전개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의 종이와 사진 등
을 이용한 off-line 형태의 잡지 제작이 아닌 모둠
별 스마트패드(갤럭시 노트 10.1인 경우 S-노트 기
능)를 활용한 전자 건강잡지를 제작토록 하며 스마

▶ 참고자료 : 포스터

트패드의 준비가 어려울 경우 컴퓨터실에서 모둠
별 구글드라이브의 협업 기능을 이용하여 구글 문
서를 활용하여 건강 잡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Tip!

수업 활동 모습

- 모둠별 창의적 산출물 만들기

▶ 동영상
식약처 영양표시 확인 캠페인

▶ 구글 설문양식 QR-code

<감성적
체험>
(2/2차시)

◆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한 생활을 홍보하는
건강 잡지 발표대회

- 8 -

▶ 구글 설문양식 문항

- 모둠별 건강 잡지 공개
Tip!

미러링 기능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작성된 건

강잡지를 공개한다.

완성도가 높은 건강 잡지 선발 대회
Tip!

구글양식을 이용하여 설문을 제작하고 학생

들의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설문을 응답하여 실시
간으로 설문 결과를 모든 학생이 공유 가능하도록
한다.
- 제작 Tip 혹은 전략 공유
- 지속적인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웹(블로그, sns등
을 이용한 외부 홍보) 및 제작된 UCC의 Youtube
의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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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생각되돌아보기)

▢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총평

▢ 구술 평가에 대한 평가 요소 체크리스트
요소
이름

융합적 사고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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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의사소통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 가

감성적
체험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건강잡지를 구성하고 제작하는 것이 창의적이었는
가?

자기
평가

평가기준

평가영역

창의적
설계

◆ 건강잡지 속에 포함된 영양소의 특징은 과학적 근
거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는가?
◆ 여러 가지 건강과 영양소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하
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
동이 이루어졌는가?

·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서, 이면우, 천재교육, 2009
· 디지털 네이티브, 돈 탭스콧, 2009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
· 마인드맵 활용방법 (http://okmindmap.com/)
· LG사이언스랜드-과학송 (http://lg-sl.net/home.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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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하

중학교
STEAM ②

동백꽃으로 보는
사람의 임신과 출산

‘배움중심수업’은 수업 방법이나 모델이 아니라 수업(교육)의 관점으로서 우리 교육의 지
향, 교육내용, 평가 등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지성교육
의 방법론입니다. 배움중심수업은 기존의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
되어 산업화 시대에서는 지식을 빨리 암기하고, 남의 지식을 잘 모방하는 것이 필요했으
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모방하는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발달은 지
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폭발적 증가는 암기형 학
습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결국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잘 찾고,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의 성격
과 시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학력이란 말은 교과 성적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
함하여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개인마다의 특성과 적성,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능력
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미래사회에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력을 익힐 수 있도록 ‘인간의 폭넓은 정신활동’
을 포괄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육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왜?라
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인식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
다. 따라서 배움중심수업은 참된 학력을 길러 우리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배움중심수업이란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창의지성교육은 ‘지성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의성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성교육’이란 비판적(반성적, 성찰적)인 사고력(critical thinking)을 키
우는 배움중심수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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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이란?
- 사물의 본질, 세계의 이치, 원리를 포착하고 파악하는 통찰력과 상상력
- 독창적인 문제 발견과 해결 능력 및 삶과 사회, 세계의 진보를 위한 기획 능력
- 민주시민가치와 생활 능력

지식은 고정불변이 아닌 끊임없이 창조되는 과정이며, 배움중심수업은 지식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습문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배움중심수업의 본질은 지식이나 기능
의 습득, 축적을 넘어 지식의 창조가 있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익히는가가 아닌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가는가에 중심에
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학생-학생, 학생-교사의 협력으로 실패나 시행착오를 통해 지
식을 탐구하면서 자기생각만들기가 진정한 배움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끊임없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 함께 지식을 창조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
정이 존재하는 수업입니다. 교사는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수업이 자신의 계획
대로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사고 활동에 의해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는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수업에서 학습소외가 일어
나거나 배움의 질을 저하 시키지 않도록 학생-학생, 학생-교사 간의 깊이 있는 관심과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수업 과정에서 학생-학생, 교사-학생 간의 활발한 소통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브레인스
토밍을 통해 지식을 형성해가는 창조의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수업 과정에서 협력
적인 배움과 나눔이 일어나야 합니다. 배움은 자기생각을 만드는 과정이고, 나눔은 서
로 다른 자기 생각 나누기입니다. 배움중심수업은 학생의 창의성을 길러가는 과정, 서
로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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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은 국어
시간에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학적 감수성과 함께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들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게 하는 것이 융합적 사
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학의 원리가 일상생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하고 여러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원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
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백꽃’ 이라는 문학 작품과 사람의 임신과
출산 과정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연결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를 체험케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문학 작품의 뒷이야기를 이어 쓰게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주제를 선정하여 모둠활동을 통해 스스로 배움의 경험을 갖게 하고, 그 활동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과정으로 이 수업은 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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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표
배움중심수업 방향

수업설계

배움중심수업은
수업 기법이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
방법, 평가혁신 등 총체
적인 교육활동 혁신이
다.

관점
▪고전과 현대 명저 독서, 문화예술, 경험이나 체험, 사회적
실천 등 창의지성교육 텍스트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
성하고 수업을 설계했는가?
▪수업참여자(학생, 교사) 모두의 협력을 통해 지식이 형성,
창조되도록 설계되었는가?
▪지식 창조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생각을 키울 수 있는 평가가
계획되었는가?
▪흥미와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학습거리가 제공되었는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자기

◆ 배움중심수업의 본
질은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 축적을 넘어 지식
이 창조되는 수업이다.
배움중심
수업과정

◆ 학생들이 어떤 내
용을 익히는가가 아닌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가는가를 중심에 둔 수
업이다.

생각 만들기가 이루어졌는가?
▪학생 스스로 학습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과정을
고민하고 탐구하는가?
▪비판적(반성적, 성찰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독서,
토론, 실험, 관찰, 글쓰기, 체험 등)이 이뤄지는가?
▪수업 과정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적인 배움(자기생각
만들기)과 나눔(서로 다른 자기생각 나누기)이 일어나는가?
▪학생-학생, 학생-교사 간에 협력적인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는가?(신뢰,수용,격려,개발,도전장려,존중,참여,끌어내기)
▪학생 개개인의 정의적 능력(도전의식, 성취동기, 호기심,
자존감 높이기, 협동과 책임 등)을 고려하는가?
▪배움의 결과를 자기언어와 자기생각으로 정리하여 표현할

배움중심
수업확인

◆ 배움중심수업은
자기생각만들기를 위한
과정중심의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

수 있는가?
▪배움의 변화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배움에 대한 기쁨과 감동, 깨달음이 일어났는가?
▪평가가 분류와 서열이 아닌 또 다른 학습이며 격려와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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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내용 목표
- 동물이 생식세포를 만들어 수정하고 그 수정란이 발생 과정을 거쳐 개체로 성숙됨을
이해한다.
- 사람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동백꽃’ 뒷이야기를 만들며 문학적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모둠 공동의 작품을 게시하여 서로의 배움을 나누는 것을 경험한다.
-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대해 배우고 유기될 수 있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BABY BOX를 디자인 해본다.

○ S (생명과학) : 수정란의 세포분열, 수정란의 이동, 수정란의 이동 속도, 수정란의 착상, 착
상 후 발생과정에 대해 학습하기
○ T :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대해 배우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유기되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BABY BOX를 디자인해본다.
○ A：‘동백꽃’ 소설의 뒷이야기를 문학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이어쓰기를 한다.
○ M：수정란의 이동 속도를 수란관의 길이와 착상 날짜를 이용하여 계산해본다.

- 16 -

상황제시
- 국어 시간에 배운 ‘동백꽃’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가 배운 문학 작품 속 주
인공의 삶은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 뒷이야기
를 스스로 작가가 되어 창작해보자.
<예시>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점순이와 폭 파묻혔던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점순이
가 자꾸만 눈에 아른 거리고 점순이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몰쓸 병에 걸려버렸다. 우연인
듯 점순이와 마주치려고 자꾸만 점순이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그렇게도 보기 싫었던 점순이
네 닭도, 심지어는 점순이집 울타리까지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점순이도 내 마음을 알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나무하러 가는 길에 따라왔다. 나는 나무일
을 내 팽겨쳐놓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은 점순이와 붙어 앉아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점
순이에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준다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점순이와 손까지 붙잡고 있던
어느 날 근처를 지나던 동네어른들께 들키고야 말았다. “아이구 정분이 났네~ 저렇게 손을 붙잡
고 있으니 혼인을 시켜야지. 암.” “그럼 그럼 손까정 잡았으면 당연 혼인을 해야지.” 동네어른들의
도움인지 우여곡절 끝에 점순이와 나는 혼인 까지 하게 되었다.
혼인생활은 꿀처럼 달았다. 어느샌가 점순이는 밥을 통 먹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해더니 배가 불
러오기 시작했다. 나는 어른들 몰래 점순이가 이고가는 물동이를 얼른 날라다 주었고, 점순이가
헤야할 밭일이며 집안일을 후다닥 해치웠다. 점순이는 어느새 남산만 해진 배를 부여잡고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 주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참 신기하기도 하지. 점순이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다니..아기는 나를 닮았을까? 저렇게 예쁜 점순이를 닮았을까? 아들일까? 딸일까? 쌍둥
이는 아닐까? 하늘을 나는 새들과 들에 핀 꽃들도 나와 점순이처럼 사랑하고 자손을 남기며 살
겠지.’어느새 다시 찾아온 봄기운 때문인지 내 가슴에도 아스라한 것이 피어 올라 오고 있었다.

- 1차시에서 국어 시간에 배운 ‘동백꽃’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와 점순이가 소설 이 후
어떻게 되었을지 그 뒷이야기를 모둠별로 다음의 조건에 맞게 이어쓰기를 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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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한 사람이 2~3문장을 쓰도록 한다.
2. 이야기의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한다.
3. 생식과 발생에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도록 한다.
Keyword ① 청소년의 2차 성징
④ 입덧

② 수정의 과정

③수정란의 변화와 발생과정

⑤ 쌍둥이

⑥ 사람의 유전

⑦ 숫자로 보는 임신과 출산

⑧ 임신진단

-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해 배우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유기되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BABY BOX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BABY BOX에 대해 소개하
고 그 운영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본다.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1차시에서 작성한 모둠별 작품 안에서 배움의 주제를 선정하게 한
다. 다른 모둠과는 다른 배움의 주제를 선정하게 하고, 그 주제에 대해 모둠별 토론 활동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 토론 활동의 결과를 작품으로 구성하게 한다.
- 2차시에서 모둠별 작품 안에서 배움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한다.
-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해 배우고 태아의 생활환경에 대해 알게 하고, 유기되는 아이들의 생
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감과 안전감을 줄 수 있는 BABY BOX를 디자인하게 한다.

감성적 체험
-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모둠별 활동에
대해 신문 기사의 사실 전달을 위한 의학 기사, Q@A, 전문가와의 인터뷰, 극화된 기사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이용하여 신문 기사를 완성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
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려 작품을 서로 공유하게 한다.
-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BABY BOX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영아기에게 필요
한 환경 조건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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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교육목표
관련교과
차시 대체
교과 및

동백꽃으로 보는 사람의 임신과 출산

목표

중학교

총 3차시

과학, 국어
교과

과학

대단원

8. 생식과
발생

중단원

3. 사람의
생식과 발생

8-3-3. 사람의
임신과 출산

소단원

1. ‘동백꽃’ 뒷이야기를 만들며 문학적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
2. 동물이 생식세포를 만들어 수정하고 그 수정란이 발생 과정을 거쳐 개체로 성숙됨을 이해한다.
3. 사람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상황제시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 국어 시간에 배운 ‘동백꽃’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상황

(http://www.youtube.com/watch?v=iLgHkIU-p9Y)을 본다.

제시

- ‘동백꽃’의 나와 점순이가 소설 이 후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 모둠별로 ‘동백꽃’ 뒷 이야기 이어쓰기를 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1차시

차시

1. 사람의 생식과 발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람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단원
교육과정

학교급

창의

- 뒷이야기 작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다.

적

(1. 한 사람이 2~3문장을 쓰도록 한다.

설계

2. 이야기의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한다.

교과

STEAM

목

요소

과학
기술

S, T, A

문학

과학
문학

S, A

3. 생식과 발생에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도록 한다.)
감성
적
체험
(성공
의

- 모둠별 작품을 게시판과 단체 카톡방에 게시하여 서로 다른 모
둠의 작품도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
- 가장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여 동료
평가를 진행한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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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문학

S, A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상황

- 지난 시간에 쓴 소설에서 과학적 배움의 주제를 찾아본다.

제시

- 찾은 주제를 왜 배워야 하는지도 발표해본다.
- 배움의 주제에 대해 교과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자

창의
적
2차시

설계

율적으로 연구활동을 한다.
- 자율적 연구 활동의 결과를 신문 기사의 형식으로 결과물을 만들
도록 한다.

교과

STEAM

목
과학

요소

문학

S, A

과학
기술

S, T, M

수학

감성
적
체험
(성공
의

- 모둠별 연구 활동 결과물을 신문 기사 형식으로 표현하게 한다.
(그림, 글, 만화 등 어떤 표현 방법이어도 되도록 허용한다.)
- 가장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여 동료
평가를 진행한다.

경험)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교과

STEAM

목

요소

감성
3차시

적
체험
(성공
의

- 모둠별 연구 활동 결과물을 신문 기사 형식으로 표현하게 한다.
(그림, 글, 만화 등 어떤 표현 방법이어도 되도록 허용한다.)
- 가장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여 동료
평가를 진행한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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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미술
수학

S, A, M

과목

과학

단원

총차시

3

사람의 생식과 발생

교육과정

학습목표

8. 생식과 발생 3. 사람의 생식과 발생 8-3-3. 사람의 임신과 출산
사람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1. ‘
’ 뒷이야기를 만들며 문학적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
2. 동물이 생식세포를 만들어 수정하고 그 수정란이 발생과정을 거쳐 개체로 성숙됨을 이해
한다.
3. 사람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동백꽃’ 애니메이션

<상황 제시>
‘동백꽃’

애니

메이션 감상하
기

- 국어 시간에 배운 ‘동백꽃’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애니
메이션을 본다.
(http://www.youtube.com/watch?v=iLgHkIU-p9Y)
- ‘동백꽃’의 나와 점순이가 소설 이 후 어떻게 되었을지

(10분)

생각해보게 한다.
- 모둠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뒷이야기에 대해 자유롭
게 토론한다.

<창의적 설계>
‘동백꽃’

뒷이
‘동백꽃’ 뒷이야기 이어쓰기

야기 브레인스
토밍하기

- 모둠별로 모둠원들이 돌아가며 뒷이야기를 이어쓴다.

(10분)

- 다음의 조건에 맞게 작성토록 한다.

‣교사용 참고자료 2~9

<조건>
‘동백꽃’

뒷이

1. 한 사람이 2~3문장을 쓰도록 한다.

야기 이어쓰기

2. 이야기의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한다.

(25분)

3. 생식과 발생에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이
-

들어가도록 한다.

- 학생들이 막연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Keyword를 제
시하여준다.
- Keyword : 청소년기의 2차 성징, 수정의 과정, 입덧, 수
정란의 변화와 발생, 쌍둥이, 사람의 유전, 숫자로
<감성적 체험>

보는 임신과 출산, 임신진단과 검사 기구 및 방법

문학적 창의력
을
요?
(5분)

‣교사용 참고자료 1

알아볼까 - 모둠별 작품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서로 다른 모둠의 작
품도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
- 가장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여
동료평가를 진행한다.
- 모둠별 작품을 사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여 공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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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키워드를 이용하여
뒷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과 유도를 통해 도움을 준다.

<상황
배움의

제시>
주제

찾기
(7분)
<창의적

※ 각 모둠별 배움의 주제가 겹치는
- 지난 시간에 쓴 소설에서 과학적 배움의 주제를 모둠별 부분이 없도록 Keyword에서 하나씩
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로 선정하게 한다.
- 모둠별 선정한 주제를 왜 배워야 하는지도 발표해본다.

설

계>

- Keyword

중심으로 모둠별 배움의 주제를 선정하여 인

※ 학생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자기주도적 연구 활동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주제 연구활동
하게 한다.
무선 인터넷이나 인터넷 랜선을 연
(25분)
- 연구 활동의 결과를 기존의 기사 형식을 이용하여 결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신문 기사로 작성하게 한다.
모둠별 배움의

- 설명을 위한 의학 기사, Q&N, 만화, 전문가와의 인
터뷰, 극화된 기사, 광고 등 자유롭게 형식을 결정
하도록 한다.
<감성적

체 - 모둠별 작품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서로 다른 모둠의 작

험>

품도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

모둠별 연구활 - 가장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여
동 산출물 평가 동료평가를 진행한다.
하기와 학습 내 - 모둠별 작품을 사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용 정리(13분)

하여 공유하게 한다.

-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학습한 후에 요즘 여러 가지 ‣BABY BOX 소개 동영상
이유와 사정에 의해 유기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상 http://www.youtube.com/watch?v=
BABY BOX 소
황에 대해 알게 하고, BABY BOX에 대한 소개 동영상 e2Y_9k8IENc
개 동영상 보
을 통해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기
<상황 제시>

- 짧게나마 BABY BOX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모

(2분)
BABY BOX 모

둠별 토론을 하게 한다.

둠별 찬반토론 - 모둠별 의견을 정리하여 모둠별 의견을 발표한다.
(13분)

<창의적

설 - BABY BOX를 새롭게 설치한다면 어떤 디자인을 가져야

계>

할지 간이 BABY BOX 디자인을 해본다.
BABY BOX 디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적합한 온도, 습도,
자인하기
빛, 박스의 재질 등의 조건을 생각해 보게 한다.)
(25분)

- 수업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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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감성적
체험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창의적
설계

산출물
도출

우수(A)

보통(B)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미흡(C)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으나 끈기가 부족함

있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가 부족함

끈기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
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함

정보 검색은 하나 신문 기
사를 작성에 잘 이용하지
못함

신문 기사 작성을 위한 정보
검색이 못함

배움의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사의 형식을
이용하여 신문 기사를 잘
써냄
생식과 발생에 관련한 배
움의 주제를 신문 기사
형식을 이용하여 과학과
인문의 융합적 사고가 잘
나타남

배움의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기사의 형식을 이용
하여 작성한 신문 기사가
구체적이지 못함

배움의 주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신문 기사
의 형식을 따르지 못함

제작한 신문기사가 과학과
인문의 융합적 사고가 부
분적으로 나타남

제작한 신문기사에 과학과 인
문의 융합적 사고가 나타나지
못함

총평

▢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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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총평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 가
평가영역
감성적
체험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동백꽃’ 뒷이야기를 쓰기 위한 아이디어가 창의적이었
는가?

자기
평가

평가기준

창의적
설계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 배움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여러 가지 학습적인 요소를 생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는가?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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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하

1. 수정의 과정
1) 난자 표면에 도달한 정자는 첨체의 효소를 이용하여 난자의 주위에 투명대를 용해시킨다.
2) 정자의 머리가 난자로 들어간다.

3) 정핵과 난핵이 융합되면서 수정이 완료된다.
4) 수정란의 크기는 직경 0.2mm 정도이며, 수정란은 수정된 지 12~15시간이 지나면 세포 분열을 시
작한다.

2. 태아의 성장기

＊임신 1개월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한다.
＊임신 2개월
태아의 신장:2cm, 체중:4g
태아는 이미 성별, 피부색 머리카락 모양 등 뇌가 급속도로 발달하
며 태반의 기초가 만들어진다.
모체는 자궁의 크기가 달걀 정도에서 거의 알 크기로 증가하고 생
리가 멈춘다. 나른하고 마치 감기가 걸린듯하며 3주말 무렵부터 입
덧증상이 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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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
태아의 신장: 9cm, 체중20g
손발의 모양이나 머리부위와 몸통의 구별이 확실해진다.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양수 속에서 움직인다.
모체는 자궁의 크기가 어른의 주먹만 해 방광과 직장을 압박해 소
변이 자주 마렵고 가스가 나오면서 변비 증세가 나타난다. 생리 전
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임신 4개월
태아의 신장:20~25cm, 체중:300g
양수 속을 힘차게 돌아다닌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고 청각이
완성되고 근육과 뼈가 발달한다.
모체는 자궁의 크기가 어른 머리 크기가 되고, 식욕이 늘어나며 초
유의 분비가 있을 수 있다. 이 시기에 복대를 한다.
＊임신 6개월
태아의 신장:28~30cm, 체중:650g
태아의 신음을 들을 수 있다.
모체는 골반 내 혈액 순환이 활발해져서 질 분비물 양이 늘어나고
커진 자궁으로 인해 정맥류, 치질 등이 발생한다.
소화불량, 헛부름 증세, 아랫배가 많이 불러오고 자긍을 받치는 복
부의 인대가 늘어나 가끔 통증을 느낀다.
*임신성 고혈압 주의*
＊임신 7개월
태아의 신장:35cm, 체중:1000g
차츰 머리를 아래로 내리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고 엄마가 말을
하면 반응을 보인다.
모체의 배 크기가 두드러지게 불어나 균형을 잡기 어렵고 배와 유
방 사이에 임신선이 생겨 가렵다.
요통 및 다리부종,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며 호흡이 가빠진다.

- 26 -

＊임신 8개월
태아의 신장:40cm, 체중:1500g
자궁을 꽉 채우게 되어 신생아다운 모습을 갖춘다. 폐, 신장 기능이
성숙된다.
모체는 요통이 더 심해진다.
＊임신 9개월
태아의 신장:45cm, 체중:2300~2600g
10개월 말의 태아에 비해 신장과 체중이 약간 미달된다.
모체는 자궁 높이가 명치끝 가까이 까지 올라가고 위, 심장, 폐가
압박되어 숨쉬기 힘들다.
＊ 임신 10개월
태아의 신장:50cm
체중:3000g
몸의 균형이 잡히고 머리 부분이 골반 안으로 들어간다.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된다.

3. 입덧
1) 입덧의 원인과 입덧 시기
입덧의 주된 원인은 갑작스런 호르몬의 변화와 정신적 스트레스이다. 특히 태아를 자궁점막에
착상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황체호르몬이 구토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공복상태에서
입덧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입덧은 주로 후각과 미각이 예민해지면서 나타나는
입맛의 변화, 구역, 구토, 소화 장애의 형태로 나타난다. 입덧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음식 섭
취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산모와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힘들어진
다. 입덧은 임신한 여성의 대부분인 70~85%가 경험하게 되는데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주로
임신 4주에서 8주 사이에 입덧이 시작되고, 임신 6개월을 전후해 증상이 사라진다. 입덧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는 임신 11~13주이다. 입덧 시기는 임산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2) 간단히 따라 하는 입덧 완화 방법
입덧이 심한 임신 4개월 이전에는 태아가 아주 작기 때문에 엄마의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양
분만으로도 충분히 발육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가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상
태에서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이중으로 영양 손실을 겪게 되므로 엄마 스스로 입덧을
완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좋다.
#1. 내관혈 지압법
지압은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입덧에는 내관혈 지압법이 좋은데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후 손목 주름선에서 4-6cm
아래에 위치해 있는 내관혈을 5~10초간 지압해 준다. 혈 자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혈 자리의 조금 위쪽이나 아래쪽을 지압해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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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부 요가
요가는 임산부의 신체활동을 도와서 자연분만과 무통분만을 가능하게 하고, 태아의 건강과 성
장, 두뇌발달도 촉진시킨다. 요가 동작 중에는 입덧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있다.
1.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2.무릎을 모으고, 발뒤꿈치는 벌리되 엄지발가락은 모아서 교차시킨다.
3.발 위에 엉덩이를 내려놓는다.
4.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배의 근육을 편하게 한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호흡한다.
#3. 주변 환경 조절하기
입덧이 심할 때는 속을 메스껍게 하는 냄새를 피해야 한다. 개인마다 입덧을 유발시키는 냄새
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향이 독한 화장품이나 향수, 목욕용품은 멀리하는 것이 좋으
며,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시켜 상쾌한 공기를 유입시켜야 한다.
3)입덧 가라앉히는 음식
#1.지방이 적고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 : 입덧을 가라앉히는 효과
콩, 시금치 등 녹황색 채소, 유제품, 표고버섯, 해조류, 해산물, 마늘, 구운 김, 브로콜리, 닭고
기, 견과류, 현미 등
#2. 짠 맛이 강한 음식 : 뇌에서 입덧보다는 침샘 분비를 원활하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 잠시
입덧을 멈추는 효과
짠 맛이 강한 감자칩이나 비스킷 등
#3신 음식 : 울렁거리는 속을 가라앉히고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효과
신 과일(키위, 자두, 귤, 오렌지), 해조류, 해파리냉채, 파래무침, 오렌지드레싱을 곁들인 샐러
드 등

4. 쌍둥이
1)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정자와 한 개의 난자가
수정하여 생긴 수정란이 일정 시간 후 두 개의 수
정란으로 분리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일란성 쌍둥
이는 100% 유전 물질을 공유하게 되며 항상 같은
성(gender)을 가진다. 수정란이 자궁내에서 갑자기
두 개로 분리되는 원인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
지 않은데, 일란성 쌍둥이 중 약 삼분의 일 (약
33%)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기 이전에 분리되
고 약 삼분의 이 (약 67%)는 수정란이 착상된 이
후에 분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착상 이전, 즉,
수정 후 약 5일 이전에 수정란이 두 개로 분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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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일란성 쌍둥이들은 이란성 쌍둥이들처럼 각각 다른 융모막 (chorion)과 양막 (amnion)
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양막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융모막과 양막은 모두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서 양막이 융모막의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착상 후 분리되는 일
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융모막에 싸여 성장하게 되는데 수정 후 약 5일 내지 10일 사이에 분리
될 경우 (약 61%)는 두 개의 양막에서 성장하게 된다. 일란성 쌍둥이 중의 극히 일부 (약
4-6%)는 수정 후 약 10일 내지 14일 사이에 분열되어 동일한 융모막은 물론 동일한 양막에
둘러싸여 성장하게 된다. 동일한 융모막과 양막에 싸여 성장하는 쌍둥이 태아는 대부분 분리되
어 발달하지만 극히 일부는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신체의 일부가 붙어서 출생한다.
2)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는 두 개의 정자와 두 개의 난자가 동일한 자궁내에서 수정하여 발생하는 것으
로, 형제들과 같이 약 50%의 유전물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같은 성(gender)의 쌍둥이도 있고,
다른 성 (남,녀)의 쌍둥이도 있다. 이란성 쌍둥이들이 자궁내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착상하
여 태반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위치에 착상하여 태반이 붙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태반의 접합 상태와 상관없이, 이란성 쌍둥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융모막과 양막에 둘
러싸여 성장한다.
3) 다태아
다태아는 세 명 이상이 동시에 임신되어 출산되는 태아들 (삼태아, 사태아, 오태아 등)이다. 다
태아는 일란성일 수도 있고, 일란성과 이란성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수
정란이 세 개로 분리되면, 세 명 모두가 일란성이 되고, 두 개의 수정란이 생성되어 하나가 일
란성 쌍둥이처럼 분리되어 두 명은 일란성 쌍둥이가 되고, 다른 하나의 수정란에서 성장한 쌍
둥이들은 일란성 쌍둥이들에 대해 이란성 쌍둥이가 된다. 또는 두 개의 수정란이 임신되어 두
개가 각각 분리하여 네 명의 태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같은 수정란에서 분열된 태아
는 일란성이 되고, 다른 수정란에서 분열된 태아들은 서로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 것이다. 임신
촉진제의 보급으로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최근 일곱 명까지 동시에 낳은 기
록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태아는 쌍생아에 비해 태내 환경 조건이 훨씬 불리하고, 출생시 저체
중, 난산 등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따라서, 쌍생아에 비해 신체적 취약성과 출생 후 질환
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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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ABY BOX

베이비박스??

친모나 친부가 없거나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없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상황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여러 위험 속에서 생명을

버립니다.

잃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단 한곳만이
설치되어있지만,

반면 한 측에서는 아기의
유기를 조장한다며 반대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200여개가 넘는
베이비박스가 이미
설치되어있습니다.

또는 10대 미혼모여서

유기되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철제박스, 우리는 이것을
베이비박스라고 부릅니다.

한 측에서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찬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베이비 박스, 끊이지 않는 논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영아가 늘어났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다시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뜨겁다. 베이비 박스는 갓난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남몰래 아기
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무인 창구이다. 지난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교
회에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베이비 박스 설치 이후 전국의
유기 영아들이 관악구 베이비 박스로 몰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베이비 박스는 담장의 일부를 뚫어 가로 70cm, 높이 60cm, 깊이 45cm 크기로 만들어진 공간
이다. 그 옆에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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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누군가 아기를 두고 가면 내부에 벨이 울리게끔 되어 있어서 곧바
로 관계자가 아기를 실내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아기는 신고절차를 거쳐 어
린이 시립 병원으로 보내지고 이후 해당 보호시설로 가게 된다. 즉, 베이비 박스는 아이를 받
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버려지는 아기를 구하는 장치라는 옹호여론과 아기를 버리기 쉽도록
부추기는 시설이라는 비난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 시설에 관한 법률적 기준은 없는 실정이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찬성 - 버려지는 아기 구해야..
찬성하는 입장에서 베이비 박스는 위험에 처한 어린 생명을 살리는 안전장치이다. 그들은 먼저
현실을 직시하자고 말한다.
현실①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 혹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 현
실② 그에 비해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은 부족하다. 현실③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로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게 마련이라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실적 상황을 인정한다면, 주목해야 할 것은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이 결정적인 위험에 처한다
는 사실이다. 여기서 찬성론자들은 묻고―”이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답한다―”위험에 처한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하다.” 베이비 박스가 그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베이비 박스가 가진 익명성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찬성론자들에게는 익명성이야
말로 베이비 박스의 현실적 장점이라고 본다.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의 베이비 박스와 유
사한 시설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헝가리,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다.
3) 반대 - 영아 유기 부추길 뿐..
반대하는 입장에서 베이비 박스는 생명 유기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위험장치이다. 어떠한 경
우라도 아기를 버리기 쉽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선 안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반대론자들은 첫째, 아기를 버리기 쉽도록 하는 시설이 실제로 아기를 버리는 사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본다. 아무도 모르게 베이비 박스에 넣어 보낼 수 있다면, 책임과 고민은 줄어들 것
이며 죄책감마저 감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 박스가 없었더라면 아기를 버리는 일
에 망설이고 망설이다 결국 버리지 않았을 부모가 한 건이라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점
이 베이비 박스의 결정적 결함이라는 이 주장은 소위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에 기초한다. 가파
른 경사에서 조금만 미끄러지기 시작해도 결국 바닥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처럼, 남용의
여지를 허용하면 결국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보수적 논리이다. 둘째, 보호시설에 아기를 맡
기는 경우와는 달리 베이비 박스의 경우 아기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반대론자들은 베이비 박스가 가진 익명적 편의성을
문제 삼는다. 버리는 부모에게는 부도덕성을 조장하고, 버려진 아기에게는 비인격적 처우를 강
제한다는 것이다.

- 31 -

중학교
STEAM ③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분야는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있어 교육, 행정서비스,
쇼핑, 뱅킹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며,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 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단순히 이동하면서 휴대
전화기를 통해 통화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기를 통해 다양한 문화생황, 쇼핑, 행정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로서 사용을 하는 중심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용편의성이 고려된 정보 통신 관련제품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정보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정보화를 달성
한 것과는 달리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노력은 미흡
한 편이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나 정보통신 수단에 접
근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1년에 급속
도로 확산된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고 9월말현재 장애인의 스마트폰 가
입자가 3.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 10가구 중 4가구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준수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증가 하고 스마트기기의 활용도가 행정서비스, 교육, 쇼핑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준수해야할 접근성 지침을 장관
고시로 제정 하였다.

[표] 모바일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접근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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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표
- 눈의 구조와 눈의 조절작용을 알게 한다.
- 귀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결과물 작성을 위해 모둠 내에서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
한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S(과학) : 감각기관에 대한 의미와 이해
○ T/E(기술)：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제안
○ A(미술)：생활 디자인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상황 제시
헬렌켈러는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이겨낸 미국의 사회사업가이다. 태어난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고 난 후 시력과 모두 청력을 잃었다. 일곱 살 때 가정교사 앤 설리번을 만나,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통해 헬렌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50대의 헬렌켈러는 자신의 눈이 뜨여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기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그 사흘동안 어떤 일들로 시야을 채울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에세이를 읽게 되면 단지 앞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고 무심코 지나쳐버린 일들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각과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감각기관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감각기관의 구
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감각기관을 대체할 수단을 찾아야 하
는데 우리는 이미 감각기관을 모티브로 한 디지털기기를 대부분 소지하고 있다. 바로 스
마트폰인데 10여가지이상의 디지털감각기인 센서를 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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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는 우리 몸에서 감각기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의 센서를 활용하여 장
애인들을 위한 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스마트앱을 아
이디어를 제안해 보면 어떨까?
- 1차시에서 헬렌켈러의 에세이를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한다. 또한 헬렌켈러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 사흘 동안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탐색해 본다.

창의적 설계
-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앱 아이디어를 구안
하게 된다. 스마트 폰에 내장된 디지털센서들을 파악하고 이 센서의 구동방식을 이해하도
록 한다. 그 이후 센서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앱을 구상해본다. 비주얼 씽킹
과 같이 창의적 문제해결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구조화시켜가면서 모
둠별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킨다.

감성적 체험
-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앱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한 뒤 이유를 발표한다. 또한 스마트앱을 통한 새로운 창업에 대한 이야기와
앱홍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3차시에서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앱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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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학교급

중학교

차시

총 3차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⑴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교육목표

진로를 탐색한다.
⑵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⑶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⑷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관련교과

과학, 기술·가정, 미술

차시 대체
교과 및

교과

단원
교육과정
목표

과학

대단원

자극과
반응

중단원

감각기관

소단원

시각, 청각

1. 눈의 구조와 눈의 조절작용을 알게 한다.
2. 귀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시각 및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1차시

- 헬렌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용 소개
- 내가 만약 헬렌켈러 입장이라면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

교과목

국어

STEAM
요소

A

상황제시
- 감각기관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1) 시각장애 : 시각기의 구조와 빛의 이동경로
1차시

2) 청각장애 : 청각기의 구조와 소리의 이동경로
- 디지털감각기관인 ‘센서’에 대한 이해
1) 시각센서 : 빛을 활용한 센서탐구
2) 청각센서 : 소리를 활용한 센서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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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공학

S, E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교과목

STEAM
요소

- 문제해결을 위한 감각기관&센서 비주얼씽킹
2차시
창의적 설계

1) 감각기관의 장애로 겪는 문제상황 제시

과학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

기술

3) 아이디어 시각화 및 공유

공학

S, T, E

4) 아이디어선정 및 발표

- 아이디어실천을 위한 프로젝트 ‘소통’
3차시

스마트기기에 내장된 센서(감각기관대응)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
한 어플리케이션 제안하기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감성적 체험
(성공의

3차시

경험)
3차시

공학,
미술

교과목

- 사용자경험(UX)을 바탕으로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셜디자인)

공학

을 고려한 스마트어플 제안하기

미술

- 스마트어플 아이디어 발표 및 공유

공학

과목

과학, 기술·가정, 미술

총차시

E, A

STEAM
요소

E, A

E

3

단원

(14) 자극과 반응

교육과정

2009
_중2학년_자극과 반응
이 영역에서는 인간의 감각기관이 외부자극을 감지하여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거쳐 자극에대
한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음을 다룬다.
인체에는 시각, 후각, 청각, 평형감각, 미각, 피부감각등을 체내로 전달하는 감각기가 있어 서로
다른 자극을 감지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감각기관에
서 감지된 자극이 효율적으로 생물의 신경계에 전달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1. 시각과 청각의 구조와 조절작용을 알게 한다.

학습목표

2. 디지털 센서의 작동원리를 알고 이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도서

<상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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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용 소개
Tip!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헬렌켈러가 쓴 내용

을 학생들과 함께 읽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읽은 후
각자의 소감을 발표하면서 감각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해
본다.
내가 만약 헬렌켈러 입장이라면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
Tip!

사흘만 볼 수

‣ [활동지] 생각열기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을 해도 되고, 직접 작성하게

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활동지의 읽기자료를 학

있다면

생들에게 제시하여 책을 읽지 않은 학생도 대략적인

1/3차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는 수업교사가

(45분)

책의 내용 중에 인상깊었던 구절이나 단락을 발췌하
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감각기관의 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1) 시각장애 : 시각기의 구조와 빛의 이동경로

‣ [활동지] 생각펼치기

2) 청각장애 : 청각기의 구조와 소리의 이동경로
Tip!

활동지를 활용 구조와 기능을 간단히 정리하고
시각과 청각의 성립요소에 대해 작성하면서 설명
하도록 한다.

디지털감각기관 ‘센서’

‣ [활동지] 센서종류와 기능

1) 시각센서 : 빛을 활용한 센서탐구
2) 청각센서 : 소리를 활용한 센서탐구
Tip!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디지털 센서에 대해 설명하고
웹자료를 제시한 뒤 활동지를 통해 어플아이디어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Tip!

[웹자료]
-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켜주는 센서
- 센스있는 당신 센서를 활용하라
- 청각장애를 넘어선 골전도 이어폰
※ 뼈의 진동을 이용한 ‘골전도’ 이어
폰이나 ‘골전도’전화기의 사례를 소
개하여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아이
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 [참고자료] 비주얼씽킹이란?

2/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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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한 감각기관&센서 비주얼씽킹
1) 감각기관의 장애로 겪는 문제상황 제시 (10분)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 (10분)
3) 아이디어 시각화 및 공유 (10분)

‣ [활동지] 비주얼씽킹

4) 아이디어선정 및 발표 (10분)

Tip!

비주얼씽킹(액션러닝)을 활용하여 진행할 경우 단

계별 시간제한으로 집중력을 높여 팀원들이 주어진 용지
(A1)에 아이디어를 시각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는 색
연필이나 색깔펜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브레인스토밍 및 아이디어발산)

Tip!

수업활동모습

1)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소개

※ 학생들에게 상황제시를 한 뒤 자
신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모둠별 비주얼씽킹활동

※ 브레인라이팅시간을 제한하여 아
이디어산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다.

(45분)

‣ [웹자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앱
아이디어실천을 위한 프로젝트 ‘소통’
스마트기기에 내장된 센서(감각기관대응)를 활용하여 장
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안하기
Tip!

비주얼씽킹으로 구안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스마

트어플로 활용할 수 있는 센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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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학생산출물

‣ [활동지] 생각다지기
사용자경험(UX)을 바탕으로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고려한 스마트앱 제안하기
Tip!

<감성적

장애인 입장에서 스마트앱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체험>
3/3차시
(45분)

‣ [웹자료]
사람을 향한 착한 디자인

스마트앱 아이디어 발표 및 공유
Tip!

모둠별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발표함으로써 보다 새

로운 아이디어창출을 위해 공유한다.

Tip!

발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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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의 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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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의 성립과정
빛 à 각막 à 동공 à 수정체 à 유리체 à 망막의 시각세포 à 시각신경 à 대뇌

3. 시각장애의 원인
가. 시각장애란?
우리나라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
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1) 의학적 정의
시각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visual acuity)
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visual field)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
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한다.
시력(중심시력)은 시시력표(test chart)로 측정한다. 시시력표는 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배열된 시표를 의미하는데, 시표에는 란돌트환시표(Landolt's ring), 스넬
(Snellen) 시표, 아라비아숫자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
러 가지가 있다.
2) 법적 정의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 원인
시각장애의 원인은 굴절 이상 및 백내장과 녹내장을 들 수 있는데 굴절이상은 아동들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이상으로 근시, 원시, 난시를 말한다. 또한 근육 기능 이상으로 인해 안
구진탕증과 사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인큐베이터에서의 지나친 산소공급과 간질이 시각장애
를 가져오며, 임산부가 임신 초기에 풍진에 감염될 경우 정신지체를 포함한 시각장애, 청각
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백내장
수정체에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혼탁이 생겨 투명성을 소실하게 되면 광선이 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여 시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정체가 투명도를 잃고
혼탁된 상태를 백내장이라고 하며, 실명의 원인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내장
은 그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출현 시기에 따라 선천성과 후천성
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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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내장
우리 몸에 혈압이 있듯 눈에도 압력이 있어 이를 안압이라 한다. 안압이 일정 수준 이상으
로 높아져 시신경에 손상을 주고 시야가 좁아진 상태를 녹내장이라 하고, 안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결국 시력을 잃게 된다. 녹내장은 방수의 생산과 배출에 평형이 깨
져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방수의 배출 경로에 이상이 생겨 방수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
게 되면 안압이 상승하게 된다.
3) 신생아 농루안
갓 태어난 신생아가 산모의 산도를 통해 나올 때 모체의 산도에 있던 임질균이 신생아 눈
으로 들어가 감염되어 생긴다. 임균에 감염된 신생아의 눈에는 처음 2~5일 후에 양쪽 눈
까풀과 결막에 심한 부종과 충혈, 더 나아가 결막출혈이 나타나고 고름 같은 농성 분비물
이 계속해서 분비된다. 처음 결막에 침범된 임균을 적절히 처치하지 못하면 점차 각막이
침범되어 각막궤양을 일으키고 종내에는 각막천공으로 진행되어 실명된다.
4) 시각신경 위축
시신경은 뇌 중추신경 중에서 두 번 째에 해당되는 중요한 신경조직으로 시신경 자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각종 뇌질환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신질환
이나 약물중독에 의해서도 손상을 받아 위축되면 실명된다. 시신경 위축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는 녹내장, 망막동맥 폐쇄, 망막색소변성, 뇌수종, 뇌종양에 의한 압박, 각종 외상 등
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망막동맥 폐쇄의 경우 급격한 시력장애가 오고 발병 후 2시간 이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폐쇄가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급격히 실명에 이르는 초
응급에 속하는 안질환이며 예후 또한 극히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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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각의 구조와 기능

5. 청각의 성립과정
소리가 귓구멍을 통해 들어와 고막을 진동시키면 이 진동은 귓속뼈에서 증폭되어 달팽이관으
로 전달된다. 진동이 달팽이관 속의 청각세포를 자극하면, 이 자극은 청각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6. 청각장애의 원인
가. 청각장애란?
우리나라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
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을 말한
다.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이상인 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이상인 자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자
→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는 힘이 약하거나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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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각장애의 원인
청각장애의 원인 중에서 전음성(전도성) 청각장애는 중이염 등에 의해, 감음신경성(감각신
경성) 청각장애는 풍진, 뇌염, 홍역, 수두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Rh부적합증, 또는 유전
적인 요인 등에 의한다. 출생시 원인으로는 미숙아인 경우 15%가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며
후천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중독 혹은 내이의 손상을 유발하는 두부손상 혹은 중이
염이 등이 있다.
1) 유전성 난청
- 가족성, 진행성, 내이성 난청, 선천농
- 유전성 난청 증후군 : Waardenburg증후군 , Usher증후군 등
- 청각기관 기형: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 중이기형, 내이기형, 이경화증
2) 약물에 의한 난청
3) 음향에 의한 난청
- 강한 소음 노출로 급격히 발생하는 난청: 급성 음향 외상성 난청, 소음성 돌발성 난청, 만
성 소음성 난청
4) 외상에 의한 난청
- 중이·내이의 직접외상, 기압외상, 두부외상
5) 노인성 난청
6) 원인불명의 감음성 난청
7) 질환에 의한 난청
-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인프루엔자 이염, 풍진
- 후미로 중추질환: 청신경 종양, 소뇌교각부의 종양, 와우신경염, 심인성 난청, 당뇨병에 의
한 난청, 매독에 의한 난청
8) 중이염에 의한 난청
- 급성중이염, 만성중이염,이관기능장애와 삼출성 중이염
다. 청각장애의 특성
청각장애는 난청에서부터 전혀 듣지 못하기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청력손실 정도
의 유형청력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아동의 연령, 지능, 가정과 지역사회의 특성, 교육적 경험
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추상적 개념보다 구체적 개념에서
보다 이해가 촉진된다. 청각장애인의 특유의 성격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
이 곤란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 정서적 경험의 기회가 제한되어 이런 점
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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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뼈를 통해 음악을 듣는다.
가. 골전도의 개념
골 전도(Bone Conduction)란 두개골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원리
를 이용해

골 전도 진동자(Bone

Conduction Transducer)를

개발하였다. 골 전도 진동자란,

전기적인 신호를 진동의 신호로 바꾸는 변환기를 말하며, 골 전도(Bone Conduction) 원리를 이
용해 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고안된 제품이 골 전도헤드
셋. 헤드폰이다.

나. 골전도의 원리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공기전도(Air Conduction)방식과 골

전

도(Bone Conduction)방식이 그것이다. 첫째, 공기전도(Air Conduction)란, 소리가 고막을

통해

내이(Inner ear)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둘째, 골 전도(Bone Conduction)란, 두개골(Cranial

Bone)

을 통한 소리가 달팽이관에 전달, 청각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공기로

전해지는 소리의 진동은 귀속에 있는 고막으로 전달된다. 고막 속에 자리잡고 있는 3개

뼈가

있는데, 고막의 진동은 이 뼈를 통하여 나사모양의 달팽이관에 전달된다. 달팽이관에는 림프액
이라는 액체가 차 있고 이 액체의 진동이 전기신호로 바뀌면서 청각신경에 전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뇌는 소리를 인식한다.

골 전도란 소리인식 메커니즘에서 진동이 고막과 고막 속

에 자리잡고 있는 3개뼈를 경유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http://www.ha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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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골전도헤드폰의 제품사례 및 착용모습

골전도기술을 활용한 헤드폰

골전도헤드폰 착용모습

http://en.wikipedia.org/wiki/

http://en.wikipedia.org/wiki/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된 골전도 기술

SoundBite Hearing System BTE

http://en.wikipedia.org/wiki/

http://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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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해결방안
및 계획

창의성

문제해결
과정

총평

산출물
도출

▢ 구술 평가에 대한 평가 요소 체크리스트
요소
이름

융합적 사고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의사소통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 가
평가영역
감성적
체험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평가기준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앱의 아이디어가 창의적이었는
가?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앱의 센서활용이 창의적이었는
가?
◆ 여러 가지 학습적인 요소를 생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는가?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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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하

·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서, 이면우, 천재교육, 2009
·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켈러, 산해, 2005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http://goo.gl/6mKgk1)
· 국립특수교육원 ‘알기쉬운 장애’ (http://goo.gl/3X4xiP)
· 대구광역시 농아인협회 (http://goo.gl/N1KvFP)
· 글과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초간단 '비주얼 씽킹' (http://lovesera.tistory.com/831)
· 뼈를 통해 음악을 듣는다, 김현도, 한국특허정보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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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교

야생동물 생태기행

STEAM ④

현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주제 탐구, 공동 연구, 학
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 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
요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재량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교육 내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써 교과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범 교과학습입니다. 학습 방법은 학
생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동물의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보다
는 기본 개념 및 과학, 기술, 미술, 수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전문가들이
야생동물을 조사하는 방법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물의 흔적을 찾는 방법

· 소형포유류 포획 도구

· 소형포유류 측정 모습

중학교 1학년 교육 과정 중 동물의 분류와 관련하여 동물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학습 목표를 두고
있으며, 본 교재는 야생동물 중 포유류에 국한시켜 구성하였습니다. 포유류는 다른 종의 개체 수에
비해 적고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쉬운 종으로 인간에게 친밀감을 주어 학생들이 쉽게 관심을 가
지고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교사용 교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구 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를 해 주고 안내자 역할을 하
여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용 교재는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풍부히 제시
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주제 학습 이전에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의 읽을거리를 제
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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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생각열기’를 통해 탐구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단계로 ‘생각 펼치기’를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 활동을 합니다. 주요
탐구 활동이 끝나면 ‘생각 다지기’에서는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며 감성적 체험활동을 하여 학습의
지속력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면 ‘생각 되돌아보기’를 통해 2차시 동안 실시한
수업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적어보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용 목표
- 생물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동물의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소형 포유류를 측정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조별 통의를 통해 동물의 흔적으로 그 동물의 서식지와 특징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멸종 위기 종을 알고 멸종 원인에 대해 알 수 있다.
- 동물의 흔적을 이용한 티셔츠를 만들어 동물 보호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

○ S : 동물의 분류, 동물의 특징, 멸종위기의 동물
○ T/E： 설치류 측정 기술, 실험 도구 측정 기술
○ A：야생동물의 흔적을 이용한 티셔츠 만들기
○ M：설치류 측정
- 동물도감을 활용하여 동물의 특징을 알아본다.
- 측정 기구 사용법을 익히고 소형 포유류를 측정하여 본다.
- 동물의 특징을 활용하여 티셔츠를 제작하여 본다.

상황제시
동국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로 관심을 유도한다. 우리 주변에
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의 흔적으로 종을 구별하며, 동물의 특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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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이 이야기 >
동국이는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있는 약수터를 가다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였다. 오솔길에 떨어져 있던 물체는 검은색의 단단한 물체였고 그 옆에는
작게 파인 모양의 손도장 같은 것이 나있었다. 별 생각 없이 지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뒷산에 너구리가 사는가 보구나!”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그것
이 너구리의 배설물과 발자국이라고 알려주었다. 동국이는 혹시 다른 야생동물
들도 비슷한 흔적을 남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동국이는 TV
를 켜니 멧돼지가 도심에 자주 출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멧돼지는 어떤 흔적을 남길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특징을 흔적을 통해 알아보고 전문가의 조사 방법을 경험해 본다.
- 1차시에서는 야생동물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동물의
특징을 탐색해 본다. 동물도감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 1차시에서는 전문가의 야생동물 조사 방법을 익히고 소형 포유류를 측정하여 동물을 이해
하여 본다.

감성적 체험
- 2차시에서는 멸종위기 종과 멸종 원인을 알아본다.
- ‘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야생동물의 흔적을 이용하여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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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대상

과학, 기술, 미술

단원
교육과정
학습목표

총차시

2

2. 동물의 분류
․(1학년, 과학)생물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에 대하여 안다.
․(1학년, 과학)동물의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생물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에 대하여 안다.
2. 동물의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학습
흐름

1학년

교수-학습 과정 안

활동
(학습

교사의 핵심발문(-) 및 활동( )

형태)

학생 예시발문(-) 및

학습자료 및
유의점(※)

활동( )

상황
제시

이야기를 통해서 야생동물이 - 예. 야생동물은 모르겠 ▶ppt 1
인간의 생활에 가까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만 강아지나 고양이 동국이 이야기

(10분)

Tip!

우리 주변의 야산에서 등산로에 난

동물의 흔적을 보거나 뉴스나 신문과

의 흔적은 많이 본 거
같습니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야생동물이 인간 - 너구리의
동국이
이야기

과 가까이 서식하고 있음을 인식시킨
다.
- 여러분도 동국이와 같이 주변 야산에

발자국이나

배설물의 특징으로 아

▶활동지 1

셨을 거 같습니다.
- 예.

서 동물의 발자국이나 배설물을 본 적이
있나요?
- 동국이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너구리라
는 것을 아셨을까요?

▶ppt 2

- 너구리 외에 다른 야생동물도 흔적을
보고 어떤 종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
다면 동물의 흔적을 이용하여 동물의 특
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가
왜 야생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
는지 생각해 봅시다.
▶참고 자료 2
동물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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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의 빈칸을 확
동물도감을 활용하여 동물의 특징을
알아본다.
- 지금부터 조별로 동물도감을 1권씩
이어서
야생

인한 후 동물도감을
이용하여 어떤 동물의
특징인지 찾아본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동물도감에는 동물
의 사진과 흔적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제

동물의 시되어 있는데요. 활동지를 참고하여 어
흔적

떤 동물의 특징인지 찾아보세요. 주어진

찾기

시간은 6분입니다.
Tip!

시간제한으로 집중력을 높여 활동

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Tip!

활동 전에 도감의 필요성과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Tip!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시간이 부족

하기 때문에 활동지의 빈칸을 함께 맞춰
창의적
설계
(30분)

볼 때 학생들이 생각하여 답 할 수 있도

▶활동지 2

록 천천히 진행한다.
- 이제 동물도감을 제출하고 활동지의
내용을 다함께 확인 해 볼까요? 발자국

-예.

으로 알아보는 동물의 흔적입니다.
- 첫 번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발굽 -멧돼지입니다.
이 4개로 나누어진 동물입니다. 네, 맞습
니다. 이 동물은 멧돼지입니다. 걸을 때
는 2개의 발굽이 찍히지만 뒤쪽에 며느

※ 멧돼지와 산

리발톱이 함께 찍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 모두 발굽형
이지만 발자국
의 크기 차이가
나며 산양은 뛰
거나 눈 위를 걸
을 때만 며느리
발톱이 찍힌다.

- 두 번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멧돼 - 산양입니다.
지와 같이 발굽 형이지만 발이 2개로 나
누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모양
은 산양입니다. 산양은 강원도와 같이 산
악지대, 거기서도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데요. 높은 바위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
고 뛰어다닐 수 있는 발굽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 세 번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손가 -곰입니다.
락형으로 길이는 10cm이상이고 엄지발
가락만 떨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곰의 발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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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는 개과
동물로 개와 발자
국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
자국이 찍힌 주변
을 더 살펴 다른

- 네 번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길이 -너구리입니다.
가 10cm이하로 작으며 발가락이 4개로
이어서
야생

흔적도 참고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걸음걸이 모양이 산발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너구리의 발자국입니다. 너구

동물의 리는

대개 암수가 쌍을 이뤄 다니면서

흔적

산만한 발걸음을 남깁니다.

찾기

- 다섯 번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길

-다람쥐입니다.

이가 작고 발자국이 멧토끼보다 작은 발
자국을 남기는 동물입니다. 네, 이 동물
은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야행성으로
등산로 등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도 육안

▶활동지 3

으로 발견할 수 있고 뒷발은 5개, 앞발은
4개이고 먹이는 잣, 솔방울, 호두, 밤 등
을 먹습니다.
- 이번에는 배설물을 통해 어떤 동물인

-멧돼지입니다.

지 알아봅시다. 여섯 번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똥의 직경이 2cm가
창의적
설계
(30분)

넘는

대형동물로 소똥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멧돼지입니다.
- 일곱 번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배 -산양입니다.
설물 모양이 둥글둥글하여 포탄처럼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네, 이 동물은 산양
입니다. 산양은 초식동물로 멧돼지와는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
과 동물은 똥의 모양이 보통 포탄 모양으
로 비슷하여 배설물만으로는 구별하기
는 어렵고 이외에 발자국과 같은 다른 흔
적을 참고하여 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동물은 산양의 배설물과 달리 -멧토끼입니다.
둥글 넓적하며 중앙부가 오목한 모양입
니다. 네, 이 동물은 멧토끼입니다.
-아홉 번째 동물은 직경이 가늘고 긴모 -너구리입니다.
양으로 배설하는데요 이 동물은 어떤 동
물일까요?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는 한곳
에 수십차례 배설을 해서 너구리만의 화
장실을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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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열 번째 동물은 어떤 동물 -수달입니다.
일까요? 네, 이것은 수달입니다. 배설물
의 직경은 1cm이상으로 족제비보다 굵
고 똥을 파헤쳐 보면 생선의 잔뼈가 있습
니다.
-여기까지 동물도감을 통해 동물의 특징
을 알아보았습니다.
Tip!

활동지의 답안을 확인하면서 동물

의 특징을 부수적으로 설명한다.

-예.

- 우리 주변에 사는 동물에 대해 알아보
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생태학자
라고 가정하고 동물을 조사하기 위해 어
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창의적 야생동
설계

물

(15분)

조사
계획
세우기

직접 생태학자가 되어 야생동물을 조
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소형포유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우리가 생태학자라면 야생동물을 조사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복장은 어두운 색조가 좋고 동작 시 소
리가 많이 나지 않고 불빛에 반사가 되
지 않아야 합니다. 또, 화장품과 향수는
벌과 같은 곤충의 표적이 될 수 있어 피
해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랜턴, 지도와 나침반, 카메
라, 망원경과 같은 관측 장비, 동물의 사
체나 골격을 채집할 수 있는 비닐봉투
가 있습니다.
- 조사 준비가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 조

창의적

사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 설

설계

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조사

(15분) 소형포

의 시기, 방법, 그리고 무엇을 조사할 지

유류

에 대한 조사항목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측정하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번식기에 평소에

기

다른 행동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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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편안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 필기도구를 가져가야
합니다.
- 카메라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 동물 조사 시 특히 소형 포유류는 육안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포획을 해서 조
사를 하게 되는데요. 포획 시 어떤 항목
을 알아봐야 하는지 다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형 포유류인 쥐의 외부형태를 측정
해 보고 소형 포유류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 야생 쥐는 털에 진드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쥐를 통해 소형 포유류를
측정해 보도록 합시다.
- 생식기를 확인하여 성별을 구분합니
다.
-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용수철저울에
지퍼백을 연결하고 0점에 맞춥니다. 그
런 후 백에 쥐를 넣고 무게를 측정합니
다.
- 디지털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머리와

각 조별로 실험복을 ▶ 소형 포유류
측정 준비물
입고 해부 장갑을 낀
실험쥐 1마리,
다.
에테르(마취
측정 도구의 사용법 용) , 마취상자
을 익힌다.
(230*180*100
mm), 실험용
장갑, 해부접시,
용수철 저울,
디지털 버니아
캘리퍼스, 지퍼
백소형
(16.5x14.9cm)

몸통 길이, 꼬리 길이, 귀의 길이, 뒷발
▶용수철 저울

의 길이를 측정하여 봅시다. 길이의 단
위는 mm입니다.
- 활동지에 측정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측정이 끝난 조는 쥐가 마취에서 깨어
나기 전에 통 안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 측정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
나요?

- 측정할 부분이 정확
히 어디부터 어디
까지 인지 판단하
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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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마취 시 환
기가 잘 되도록
하여 에테르 냄
새를 직접 맡지
않도록 주의한
다.

가족 이야기인 야생동물의 로
상황

멸종

드킬로 상황을 제시한다. 삵은 멸종위기야

제시

위기

생동물 Ⅱ급이다. 또, 얼마 전 멸종 위기 종

야생

1급인 토종여우 2마리를 종복원을 위해 소

동물
알아
보기

활동지를 읽어본다.

▶활동지 4

야생동물이 멸종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백산에 방사했다는 방송이 보도된 적이 있
다. 여우 외에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종에
대해 알아보고 멸종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본
다.
- 토종 여우는 1980년대 사실상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인은 1960
년대 쥐잡기 운동으로 먹이가 급감하
고 서식지가 난개발되면서 사라진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같
은 종을 중국에서 들여와 종복원센터
를 통해 자연으로 보내고 있는데 여우
외에도 반달가슴곰, 산양도 종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예전에는 살았던 동물 중에
완전히 없어졌거나 개체수가 거의
라진 동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사
요?

- 그 동물들은 왜 사라지게 된 것일까
요?

-호랑이, 여우, 늑대,
스라소니 등이 있습
니다.
-사람들이

마구잡이

로 사냥을 해서 그

-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로 인한 동물의
서식지 파괴입니다.

런 거 같습니다. 또,
끊임없이 개발을 하
기 때문입니다.

감성적
체험
(20분)

나만의
동물
흔적

야생동물의 흔적을 이용하여 동물 보호

티셔츠 캠페인을 위한 티셔츠를 만든다.
만들기 - 흔적을 통한 동물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토
나만의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야생동물 을 보호
동물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흔적을 이용하여
흔적
감성적
체험

티셔츠
만들기

멋진 티셔츠를 만들어 봅시다.
-티셔츠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꾸밀지 활동
지에 구상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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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흔적을 이용 ▶활동지 5
한 티셔츠를 어떻게 꾸
밀지 구상하여 활동지
에 스케치 해 본다.
나만의 동물 흔적
티셔츠를 만든다.

▶동물 보호 티
셔츠 준비물
-민무늬 티셔츠,

야생동물발자국
<

제작 순서>

스텐실, 스펀지,

- 활동지에 티셔츠를 어떻게 꾸밀지 구

물감, 가위, 앞

상해 봅시다.

치마, 토시, 의류

- 먼저 물감을 이용하는 작업이기 때문

용천연물감, 붓,

에 준비해온 앞치마, 토시를 입고 바닥

물통, 파레트

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 티셔츠 사이에 신문지를 접어 넣어주세
요. 물감이 티셔츠에 반대편까지 묻을 수
있어요.
- 파레트에 원하는 물감의 양을 덜어주세
요.

(20분)

- 동물 발자국 스텐실을 티셔츠 위에 놓고

※붓으로 그림을
그린 후 완전
건조해준다. 건
조한 섬유를 드
라이어나 다림
질로 열처리를
해주어 세탁 후
에도 물감이 지
워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뚫린 틈에 스펀지에 물감을 묻혀 톡톡 찍
어주면 됩니다. 흔적 외에도 수업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넣어봅시다. 또, 캐릭터를 그려 자신의
개성을 살려보세요.

▶활동지 6

작품
감상하
기

수업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실제 전문가의
조사 방법과 지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감성적
체험
(10분)

서로의 티셔츠를
감상한다.
수업을 통해 배운 점

있다. 또한 과학, 기술, 수학, 미술 등 다양 과 아쉬운 점, 느낀 점
한 교과 내용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을 쓴다.
있다.
- 서로의 작품을 감성하고 활동지에 평가
를 해 본 후 수업을 통해 배운 점과 아쉬
운 점, 느낀 소감을 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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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평가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호기심과
자신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
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
가 거의 없으며 과제를 해
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
하지 않음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
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
결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으나 끈기가 부족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기가 부족함

해결방안
및 계획

소형 포유류를 측정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함

소형 포유류를 측정하는
목적은 이해하였으나 측정
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

문제해결
과정

멸종위기종을 알고 동물이
멸종되는 원인을 이해하여
정확하게 설명함

멸종위기종을 알지만 동물
이 멸종되는 원인을 정확
하게 설명하지 못함

멸종위기종과 멸종 원인을
말하지 못함

창의성

학습 내용을 토대로 티셔
츠 도안을 창의적으로 표
현함

학습 내용을 토대로 티셔
츠 도안을 함

학습 내용을 토대로 티셔
츠 도안을 하지 못함

산출물
도출

제작한 작품에 과학, 기술,
예술의 융합적 사고를 나
타남

제작한 작품에 과학, 기술,
예술의 융합적 사고가 부
분적으로 나타남

제작한 작품에 과학, 기술,
예술의 융합적 사고가 나
타나지 못함

있

소형 포유류를 측정하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측정 방법도 알지 못함

총평

▢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창의적 설계
호기심과
자신감

집중과 끈기

감성적 체험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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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끈

산출물
도출

총평

▢ 면접 기록지
면접 기록지
면접대상

(

일시

)학년 (

2014 년

월

)반

일

이름 :

: ~

성별 :

:

면접교사

면접계획
(면접 목적

• 우리가 야생동물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면접 진행

• 동물을 흔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계획 등)

면접 내용

• 동물도감을 통해 종을 구별할 수 있는가?

(면접 과제

• 야생동물 조사 중 왜 소형 포유류를 측정하였는가?

질문과 답변
학생 특성)

• 멸종 위기 종에는 어떤 동물이 있나?
• 야생동물이 멸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

융합적 사고

창의적 설계

가
영
역
평가 결과
교
사
총
평

면접 후 학생의

•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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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 구술 평가에 대한 평가 요소 체크리스트
요소
이름

융합적 사고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의사소통

▢ 구술 평가 기준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척도
상

중

하

◆ 동물도감을 활용하여 동물의 특징을 찾아 낼 수 있는가?
융합적 사고
◆ 소형 포유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 수업 내용을 토대로 티셔츠 제작은 설계하였는가?
창의적 설계
◆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하였는가?
◆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감성적 체험

◆ 느낀 점 발표 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수용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 모둠 활동 시 조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였는가?

의사 소통
◆ 경청 및 발표 태도는 바람직한가?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영역
감성적
체험

◆ 동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는가?
◆ 야생동물 조사 계획은 적절하였는가?

자기
평가

평가기준

창의적
설계

◆ 소형 포유류 측정 시 도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였
는가?
◆ 티셔츠 도안은 창의적으로 하였는가?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동료의 작품 중,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가장 적합하
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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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상

중

하

본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 교육 과정 중 동물의 분류와 관련하여 생물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을
알아보고, 동물의 특징에 따라 종을 분류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
황을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상황을 공감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
니다.
교과서에서 확장하여 동물의 특징으로 종을 구별하는 거 외에 동물도감을 활용하여 동물의 특징을
찾는 활동으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의 동물도감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감 예시>
1차시에서는 교과와 연계된 내용으로 동물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동
물도감을 활용하여 알아보는 동물의 특징은 활동지의 빈칸 채우기를 통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동화책을 읽으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기 때문
에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습득하여 재미와 함께 학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감을 이용한 활동에서는 제한 시간을 주어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지의 빈칸
채우기는 도감의 내용을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감의 내용은 본 교재의 참고
문헌인 ‘야생동물 흔적도감’을 참고하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더 습득할 수 있습니다.
흔적으로 동물의 특징을 파악하면 야생동물을 조사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과 조사 방법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합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배설물, 털, 발자국의 흔적을 통한 조사방법
과 무인 카메라, 나침반을 이용한 방법,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동물을 대상으로 한 포획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포획 조사의 목적은 조사 지역의 동물상의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 파악하여
생태환경의 질적 평가지표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동물의 환경 요소의 자료와 연계된 생태계
안정성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 방안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 조사 방법을 착안하여 학생들이 실험쥐로 대체하여 탐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63 -

측정하기 전에는 측정 기구(용수철저울, 디지털 캘리퍼스)의 원리와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둠 활동으로 각자 측정한 내용은 활동지에 기록하도록 지도합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멸종 위기 동물과 원인을 알아봅니다. 동국이의 가족 여행 중 일어난 이야기로
상황을 제시하여 로드킬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인간에 의해 피
해를 입어 멸종되고 있는 야생동물에는 삵, 여우 외에도 반달가슴곰, 산양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
종위기종을 언급한다. 또,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멸종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여우복원사업 참고자료

국립공원에 토종 여우 복원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토종 여우 복원을 위한 첫 단계로 백두대간 내 3개 국립공원에
서 여우의 서식환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백산이 최적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 3월부터 덕유산, 소백산,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지역주민 청문조사와 문헌조사를 거쳐
과거에 여우가 가장 많이 목격되었던 지역과 여우의 먹이자원, 서식환경을 조사하였다.
○ 여우는 쥐와 같은 설치류를 주로 먹고 사는데, 조사 결과 설치류는 소백산국립공원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먹이자원인 포도처럼 겉껍질이 얇고 과즙이 많은 장과류와 밤･호두와 같
은 견과류는 오대산과 소백산, 양서･파충류는 소백산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여우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수계, 향, 경사, 고도, 식생 등의 서식환경을 GIS로 분석한
결과, 3개 공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 여우는 과거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60년대 쥐잡기 운동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여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간 거래가 제한
되어 있다.
○ 해외 연구자료에 의하면 여우는 한 번에 4∼6마리, 많게는 1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기도 하는 것
으로 나타나 복원을 위한 새끼 증식은 어렵지 않으나, 우선적으로 원종확보와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단 송동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은 “내년에는 먹이자원이 가장 풍부한 소백산국립공원을 대상으
로 서식 환경과 위협요인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
이다.”면서, “본격적인 여우 복원 사업을 위해서는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
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반도생물자원포털 –국립공원공단보도자료

마지막으로 2차시동안 수업한 동물의 흔적 모양을 이용하여 티셔츠를 만들어 봅니다. 스폰지에 아
크릴 물감을 묻혀 발자국 문양 스텐실을 티셔츠에 대고 찍는 간단한 작업으로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감을 사용한 후 드라이어나 다림질로 완전 건조시켜 세탁 시에 물감
이 지워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감 색상은 취향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야생동물의
발자국 외에 원하는 캐릭터나 이전의 활동인 로드킬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문구를 넣
어 제작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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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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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흔적도감/최태영·최현명지음/2007년/돌베게
· 한반도생물자원포털 http://www.nibr.go.kr
·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http://www.cbd-chm.go.kr
· 한국로드킬예방협회 http://kr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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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생명의
신비

고등학교
교 사 용

고등학교
STEAM ①

내 맘대로 진화? 진화!

최근 대중매체나 방송 광고에서 ‘진화’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흔하게 접하
는 ‘진화’라는 용어는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진화의 정화한 의미와 진화가 일어
나는 원리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면 학생들은 심각한 오개념에 빠질 수 있다.
진화란 오랜 시간에 걸쳐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다음 세대
로 전달된다. 또한 진화를 유전자풀의 변화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진화의 요인에는 돌연변이,
자연 선택, 유전적 부동, 유전자 이동등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진화의 요인 중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진화의 의미
를 이해하고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학생들은 미지의 행성에 다양한 환경
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생명체가 자연 선택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림으로 그리
고,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널리 알린 것처럼 학생들도 자신
들이 그린 그림에 이야기를 만들어 진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책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자료출처: http://www.dawnofapes.co.kr)

호날두

진화의 끝은 어디인가?

28G 연속안타 이명기,
SK '1번 타자'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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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이 프로그램은 융합인재교육(STEAM)활동에 준거하여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진화의 의미
를 이해하는 과학적인 요소(S)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만들어 내면서 예술, 감
성적인 요소(A)와 책을 제작하면서 기술, 공학적인 요소(T, E)를 함께 함양시킬 수 있다. 각 차
시에 따른 단계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차시구분

단계
상황제시Ⅰ

1차시

창의적 설계

‘진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광고와 기사문 제시
내 맘대로 진화 게임 수행

감성적 체험

자신의 상상력을 토대로 변화된 생명체 그림 그리기
동국이는 동생에게 자신이 생각한 진화에 대한

상황제시Ⅱ

이야기를 다윈의 ‘종의 기원’처럼 전해 책을 통해

창의적 설계

알려 주고자 함
그림을 주인공으로 한 한 편의 이야기 만들기

감성적 체험

만들어진 이야기를 그림의 빈 공간에 적어넣기

2차시

3차시

활동
영화 ‘혹성탈출-진화의 시작’의 예고편 감상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그림과 이야기가 함께 있는 창의적인 진화 이야기
책 만들기
만들어진 책을 전시하고 조별로 만들어진 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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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표
- 진화의 정의와 진화의 원리를 설명 할 수 있다.
- 진화가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장 생존에 적합한 동물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진화의 원리와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독창적인 구조의 책을 설계할 수 있다.
-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자신만의 진화이야기 책을 만들 수 있다.

S(생명과학Ⅱ) : 진화의 요인, 원리 및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T/E(기술)：진화의 원리가 포함된 이야기 책 설계하고 제작하기
A(국어, 미술)：환경에 가장 적합한 생명체 그림그리기
진화의 원리가 포함된 이야기 만들기
창의적인 진화 이야기 책 디자인 하기

상황제시
얼마 전 ‘혹성탈출(진화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다. 지능이 높아진 원숭이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결국 지구를 정복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왜 감독은 영화의 제목
을 (진화의 시작)이라고 지었을까? 영화 외에도 평소 ‘진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광고 문구
나 신문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도대체 ‘진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여도 되는 단어일까? 진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윈’의 ‘진화론’을 다시 한 번 되새
길 필요가 있다. 다윈이 얘기 하고 싶었던 ‘진화’는 무엇이었을까? 다윈은 자신의 이야기
를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렸다. 학생들도 다윈처럼 자신들의 이야기
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의미를 다양한 환경
의 변화를 설정하고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를 구상해 보고 그림으로 직접 표현
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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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 1차시에는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제시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적
합한 생명체를 그림으로 그려 봄으로서 다윈의 자연선택설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수업이 아
닌 학생들이 ‘내 맘대로 진화’라는 게임을 통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생명체의
그림을 그림으로서 사실적 표현 기법과 예술적 감성을 높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 2차시에는 1차시에 완성된 다양한 생명체 그림을 이용하여 각 조만의 진화 이야기를 만들
어 보도록 한다. 진화의 이야기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각 주인공이 왜
변화된 환경에 살아남지 못하였고 살아남은 생명체는 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야기에는 생명체의 특징, 생명체의 먹이,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 개체군의 생활방식, 만약 암컷과 수컷이 있다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번
식하는 방법등 다양한 이야기들에 살을 붙여 재미있는 스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
다. 완성된 스토리는 각 조별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 3차시에는 1차시와 2차시 때 만들었던 그림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 조별로 진화 이야기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각 조별로 어떤 형태의 책을 만들 것인지 조별 토의를 통해 책의 형태와
모양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책의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구상하도록
하며 각 조별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각 조별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책이 완성될 수 있도
록 한다. 완성된 책은 교실에 전시하여 다른 조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는 1차시부터 3차시까지 전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
이 새로운 생명체의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과고, 각 조별로 진화
이야기 책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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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생명과학Ⅱ, 화법과 작문Ⅰ

단원

총차시

3

진화설

교육과정

2009
_생명과학Ⅱ_3. 생물의 진화_3. 진화의 원리
2009개정교육과정_화법과 작문Ⅰ_7. 작문 내용의 표현과 조정_1. 작문 내용 표현

학습목표

1.
2.
3.
4.
5.
6.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다.
진화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장 생존에 적합한 동물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진화의 원리와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독창적인 구조의 책을 설계할 수 있다.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자신만의 진화이야기 책을 만들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인터넷을 이용하여 혹성탈
출-진화의 시작 공식 예고 동
영상 시청
http://movie.daum.net/movie
detailVideoView.do?movieId=

‘혹성탈출-진화의 시작’의 영화를 일부 감상하고 58481&videoId=31087
각종 ‘진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광고를 제시하여
<상황제시Ⅰ> 학생들로 하여금 ‘진화’의 의미가 제대로 쓰이고
동국이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한다.
궁금증에 관한
이야기

Tip!

‘혹성탈출-진화의 시작’의 예고편을 통해 영화

의 제목과 연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0분)
(1/3차시)

- 왜 혹성탈출-진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지었을까?
- 각종 광고나 기사에 쓰인 ‘진화’라는 단어는 적절
하게 사용되었을까?
- ‘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질문을 통해 ‘진화’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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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 ‘내 맘대로 진화 게임’을 조별로 진행한다.
Tip!

‘내 맘대로 진화 게임’ 방법

색연필, 싸인펜, 스케치북,
미지의 생명체 그림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다양한
돌연변이를

- 다양한 상황/환경이 적힌 카드

제공한다.

<창의적설계>

생명체가

비물

➀ 교사는 미리 각 조에게 미지의 생명체 그림을
➁ 각 조원은 준비된 스케치북에 미지의 생명체의
돌연변이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본다.

<감성적체험>

▶ ‘내 맘대로 진화 게임’ 준

➂ 1조가 먼저 나와 상황/환경 변화 카드 한 장을
뽑는다.
➃ 각 조원들은 자신들이 그린 돌연변이 생명체 중
어느 생명체가 가장 살아남기 적합한지 토의 한 후
한 생명체의 그림만을 남긴다.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 표현해
보자.
(40분)
(1/3차시)

➄ 다시 조원들은 ➃에서 살아남은 돌연변이 생명
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돌연변이 그림을 스케치
북에 그린다.
⑥ 2조가 나와 새로운 상황/환경 변화 카드 한 장
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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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상황/환경 변화
카드는 교사가 미리 준비하고 각
조별로 한 장씩의 카드를 뽑을
수 있도록 한다.

⑦ 다시 ➃와 ➄과정을 반복한다.
모든 조가 한 번씩 상황/환경 변화 카드를 뽑을 수
있도록 한 후 각 상황마다 살아남은 생명체만을 순
서대로 나열한 후 색을 칠하고 간단한 생명체의 특
징을 적도록 한다.

Tip!

학생 활동이 끝난 후 실제 진화와 게임을 통한

진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꼭 설명을 해주도록 한
다.

<상황제시Ⅱ>
동국이가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동국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윈처럼 책으로 엮어
동생에게 알려 주고 싶어 한다. 1차시 때 완성했던
이야기
그림을 토대로 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5분)
책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2/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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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상황/환경의 변화에 살아남은 생명체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 이야기에는 주인공들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
<창의적설계> 도록 해주세요.
▶ 이야기 만들기 준비물
이야기 만들기 - 각 주인공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
스케치북, 사인펜, 샤프, 지우개
었던이유도 함께 이야기 속에 들어있게 해주세요.
<감성적체험>
각 조별로
상상력을
발위하여
창의적인

Tip!

이야기 만들기의 주인공들의 특징(생명체의

특징, 생명체의 먹이,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 개체
군의 생활방식, 만약 암컷과 수컷이 있다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번식하는 방법)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야기를
만들어보기
(45분)
(2/3차시)

2
완성된 이야기를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
▶이야기 책 만들기 준비물
양한 형태의 책으로 만들어 본다.
-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해요.
두꺼운 도화지, 풀, 가위, 색연
- 책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 필, 싸인펜, 노끈, 펀치, 색종이
등
니다.
<창의적설계> - 각 조별로 주인공들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
록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만들어 보
이야기를
도록 해요.
책으로 만들기
(40분)
(3/3차시)

- 8 -

이야기 책을 조별로 전시 한 후 서로 읽고 감
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각 조별로 자신들이 만든 책을 전시 해보록 해요.
<감성적체험>
- 각 조에서 만든 책을 보고 평가해 보도록 해요.
완성된
이야기책
감상하기
(10분)
(3/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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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집중과
끈기

감성적
체험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성

창의적
설계

우수(A)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해결방안
및 계획

환경의 변화에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
를 선정하는 과정이 구체
적이고 정확함

이야기
제작
과정

이야기의 구성이 치밀하
고 생명체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이 잘 나타남

산출물
도출

제작한 이야기 책의 구성
이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특성이 잘 나타남

보통(B)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으나 끈기가 부족함

미흡(C)
있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가 부족함

끈기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
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환경의 변화에 가장 잘 살
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구체적이
나 자연선택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여 정확도가 떨
어짐
이야기의 구성은 치밀하나
생명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타나지 못함
제작한 이야기 책의 구성
이 독창적이긴 하나 심미
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못
함

환경의 변화에 가장 잘 살아
남을 수 있는 생명체를 선정
하는 과정이 구체적이지 못하
고 정확도가 떨어짐
이야기의 구성이 엉성하고 생
명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
지 못함
제작한 이야기 책의 구성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심미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못함

총평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 가
평가영역
감성적
체험

상

◆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새롭게 만들어낸 이야기는 창의적인가?

자기
평가

평가기준

창의적
설계

◆ 각 상황별 자연선택 된 생명체는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
영하여 선정되었는가?
◆ 이야기책의 디자인과 구성은 창의적인가?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 조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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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중

하

◆

진화의 사전적 의미
- [명사]생물의 종 및 상위의 각 종류가 생명의 기원 이후부터 현재에 걸쳐 점차 변해가는 현상
-

즉 생물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도태되어 점차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하등한 것으로부터 고등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의 다양화와 환경에 대한
적응에 의한 형태, 기능, 행동 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 진화라는 용어는 보통 좁은 의미에서 생물의 진화의 경우에 쓰이지만 천체의 진화,

항성의

진화, 화성암의 진화, 지형의 진화, 지질 구조의 진화 등 무기적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쓰인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화, 자동차나 비행기의 진화 등 매우 광범위하게
경우에나 진화는 고정(固定)이 아닌 변천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어떤

여기서는 생물의 진화에 국

한하여 설명한다. 현재 지구상에는 조건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매우 많은 종류의 생
물이 살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동물이 약 120만 종, 식물이 약 50만종이며, 아직 알려져 있
지 않은 것들도 상당한 수로 추산된다.
- 예전에 살았다가 멸종된 것들은 현재 살고 있는 종들보다도 더 많았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많
은 생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서로 매우 비슷하고 또 어떤 것들 사이는 차이가 매우 크며, 하등
한 것도 있고 고등한 것도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생물들의 유래는

어떠할까. 예전에

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생물은 신이 따로따로 창조한 후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창조설(創造說)을 믿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연과학이 발달
함에 따라 생물은 진화한다는 이론이 대두되었다.
◆

다윈 이후의 진화에 관련된 학설

1. 생식질 연속설
- 19세기말 독일의 생물학자인 바이스만이 제기한 이론으로 유전물질은 생식질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획득형질은 전혀 유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바이스만은 히드로충류에 대
한 초기 관찰에서 동물의 생식세포에는 종(種)에 필수적이고 다음 세대로

보존, 전달되는 어

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생각은 '생식질설'이라는 이론으로 발전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모든 생물체가 특수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생식질이란 말 대신 염색체,
유전자, DNA라는 용어로 바뀌었을 뿐 현재에도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돌연변이설
- 돌연변이가 진화의 원인이라는 학설로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더프리스가 주장하였다.
더프리스는 달맞이꽃을 재배하면서 새로운 변종들이 무작위로 생기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연선택에 의한 다윈의 종의 변이와는 달리 갑자기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에 돌연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이런 변종들은 실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진화의 예이며, 진화란 단번에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갑작스런 변화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즉 돌연변이에 의하여
생긴 새로운 적응 형질만이 새로운 종(種)으로 진화한다는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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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설
- 19세기 독일의 바그너 등이 제창한 학설로 지리적 또는 생식적 격리가 새로운 종을 형성
하고, 종이 분화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론이다. 상호교배를 불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생식적 격리라 하는데, 생태적?시간적?행동적?기계적?배우자 격리를 통해 다른
개체군의 구성원들과의 잡종형성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리적 격리는 같은 종의 생물
집단이 지형적 또는 생태적 변화에 의해 서로 격리가 되어 서로 다른 변이가 생기게
되고, 또한 상호교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서로 다른 종이 된다는 것이다.
지리적 격리의 궁극적인 결과는 완전한 생식적 격리이다.

4. 정향 진화설
- 인간의 경우 원시 인류에 비해 현생 인류는 뇌의 용적은 두 배로 커졌고, 이빨과 턱이
작아졌으며, 팔의 길이는 짧아졌다. 말의 경우 조상인 에오히푸스에 비해 가장 진화한
에쿠우스는 몸의 크기가 커졌고, 발굽수가 감소하였고 뇌의 크기나 복잡성이 증가하였다.
인류의 이빨 크기가 작아지고 무뎌진 것은 불의 발견으로 날고기를 뜯어먹지 않아도 되면서
생긴 진화였다. 이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긴 자연선택의 결과에 가깝다. 그러므로 애초에
어떤 정해진 방향이 있어 그쪽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꼭 생물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매머드의 거대한 엄니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방해가 되어 멸종을 불러온 이유로 여겨진다. 정향적인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설들이 제안되었으나 아직 원인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5. 교잡설
- 1916년 J.P.로티는 생물종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오직 교잡에 의하여 진화가 일어난
다는 교잡설을 주장하였다. 교잡은 계통, 품종, 성질이 다른 암수의 교배를 말하는데, 유전적
으로 다른 두 생물의 교배에 의해 새로운 종이 생겨나며, 이로 인해 진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교잡은 새로운 식물이 생겨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전자를 적당히 조합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도 한다. 동물의 종 분화에도 교잡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예로 갈라파고스제도의 방울새류, 하와이의 여러 섬들에 사는 초파리를 들 수 있다.

◆

내 맘대로 진화 게임 진행 방법
※ 게임은 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준비물 : 개인용 –스케치북, 연필이나 샤프, 지우개
조별용 - 색연필, 싸인펜, 색종이, 스카치테이프, 스테플러, 노끈, 펀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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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황/환경 변화 카드 준비하기
- 상황/환경 변화 카드는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교사가 직접 준비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발표하도록 하여 즉석에서 제작 할 수 있다.)
② 각 조에게 동일한 미지의 생명체 그림 나눠주기
- 미지의 생명체 그림은 교사가 직접 준비하며 자세한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③ 학생들에게 미지의 생명체가 어떤 형태로 변화 될 수 있는지 상상해서 스케치북에 그리도록 지
도한다.
(너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며, 1~2가지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④ 그림이 완성되면 1조의 한 학생이 나와 상황/환경 변화 카드를 한 장 뽑도록 한다.
⑤ 뽑힌 카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각 조원들이 그린 그림 중 카드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림을 한 장 선택 하도록 한다.
(나머지 조원들의 그림은 다른 한 쪽에 보관한다.)
⑥ 그림이 선택되면 왜 그림을 선택했는지, 선택된 생명체의 특징을 간략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한다.
⑦ 각 조원들은 스케치북에 선택된 생명체가 어떤 형태로 변화 될 수 있는지 상상해서 그리도록 한다.
⑧ ④∼⑦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한다.
(상황/환경 변화 제시 카드는 모든 조가 골고루 뽑을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시간을 안배하여 ⑤
와 같이 선택된 그림이 6장∼8장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⑨ 교사는 선택된 상황/환경 변화 카드의 내용을 칠판에 순서대로 적어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⑩ 학생들은 선택된 그림을 ⑨의 순서대로 나열한 후 그림에 색을 칠하고, 생명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한다.
(생명체에 대한 설명 : 생명체의 특징, 생명체의 먹이,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 개체군의 생활방
식, 만약 암컷과 수컷이 있다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번식하는 방법등)
⑪ 그림과 설명이 완성되면 ⑨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조별로 보관, 또는 교사가 보관하여 다음 차시
수업에 그대로 활용한다.
◆

내 맘대로 진화 게임과 실제 진화 사이의 차이점
- 집단유전학에서는 유전자풀의 변화를 진화가 일어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자풀의
변화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돌연변이
- 돌연변이는 DNA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집단 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나 유전자풀에 변화가 생긴다. 돌연변이는 체세포에 발생하면 유전
되지 않고 사라지지만, 생식 세포에서 일어나면 자손에게 유전된다.
② 자연선택
- 대립 유전자 간에는 적응 능력에 차이가 있어 특정 대립 유전자를 지닌 개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이루어지면 집단 내의 유전자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생존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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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립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다.
③ 성선택
- 성선택이란 한쪽 성에 의해 다른 성의 형질이 선택되는 현상을 말한다. 성선택에 의해
어떤 형질이 생존에는 불리하더라도 번식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 할 경우 그 형질이
선택된다. 따라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특정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높아져 집단 내 대립
유전자 빈도가 변하게 된다.
④ 유전적 부동
- 집단의 크기가 작을 때 우연한 사건에 의해 유전자 풀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유전적 부동이라 한다. 자연 상태에서 관찰되는 유전적 부동 현상으로는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있다. 병목 효과는 홍수, 산불, 질병,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 들 때 나타날 수 있다. 창시자 효과는 모집단에서 우연히 떨어져 나온
소수의 개체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유전적 부동 현상이다.
⑤ 유전자 흐름
- 자연 상태에서 완전히 격리된 집단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간 개체의 이주나
배우자의 이동은 흔히 일어난다. 집단 간의 이주가 일어나면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집단
내로 유입되거나, 대립 유전자가 집단 밖으로 유출되는 유전자 흐름이 생긴다. 이로 인해
집단 내 유전자풀에 변화가 발생 할 수 있다.
※ 내 맘대로 진화 게임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진화의 요인을 모두 고려한 것이 아닌
자연선택만을 고려하여 진화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실제와 게임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학생들에게 오개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혁빈 외5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Ⅱ 교과서, 교학사
권혁빈 외5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Ⅱ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박희송 외4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Ⅱ 교과서, 교학사
박희송 외4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Ⅱ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심규철 외5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Ⅱ 교과서, 비상교육
이길재 외7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Ⅱ 교과서, 상상아카데미
이준규 외5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Ⅱ 교과서, 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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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STEAM ②

색채인식의 비밀

최근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주변에는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화려한 색깔은 누구나 똑같이 보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붉은 색과 초록색을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색깔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색맹 검사책자의 숫자를 다르게 읽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록색맹이
라고 합니다. 우리는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적록색맹이 나타나
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붉은색 빛에 가장 민
감하게 반등하는 원뿔세포나 녹색 빛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세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적록색맹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 남성의 약 5%정도에서 적록색맹이 발견되고 있습
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적록색맹에 대한 이해 및 색맹 검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눈에
서 색채를 인식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눈의 구조 및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의 종류에 대해
학습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봄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체
에 대한 이해를 밑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색맹검사표 읽기
http://blog.naver.com/ssuujung_e?R ·색맹유전의 가계도
edirect=Log&logNo=22004593671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
=1252307&cid=40942&categoryId=3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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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인식의 과정
각막 → 수정체 → 망막 → 빛을 흡수한 원뿔세포에서 발생한 전기신호 → 신경섬유 →
시각신경 → 뇌에서 색깔 인식
·디스플레이 장치 제작
반투명한 작은 구 안에 빨강, 초록, 파랑 빛을 내는 LED를 하나씩 넣고 각 색깔의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색의 빛을 구현한다.
* 화소(Pixel) :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본 단위로 빨강, 초록, 파랑
빛을 내는 램프의 세트

이 프로그램은 융합인재교육(STEAM)활동에 준거하여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로그
램을 마친 후 학습자는 우리 눈에서 색채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화소의 LED의 세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색을 구현하는 창의적인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
작하게 됩니다.

차시구분

단계

상황제시

1차시

활동

신호등의 색을 구별할 수 없다면?
적록색맹이란?

색맹검사표 읽어보기
창의적 설계

색맹유전의 가계도 그려보기
색채인식의 과정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이해

2차시

감성적 체험

나만의 빛 그림 만들기

- 16 -

내용 목표
- 사람의 여러 가지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가계도 작성과 분석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눈에서 색채를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영상장치에서 색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직접
제작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사람의 다양한 형질에 대해 편견 없이 바라보는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다.
-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원리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활동 중 모둠의 구성원과 함께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키울 수 있다.

○ S(생명과학) : 사람의 유전(색맹 유전)
○ T(물리) :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
○ A(미술)：빛 그림 만들기
○ M(수학)：각 램프의 빛의 세기 비율 조절

상황제시

만약에 신호등의 불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의 상황을 스토리로 제시한다.
요즘 대부분의 어른들이 운전을 하지만 동국이 삼촌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
색맹이라고 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는 데 무슨 색맹인가
싶어 의아했는데, 초록색과 빨간색을 일반인과 다르게 보는 적록색맹이라고 한다. 초록
색과 빨간색 불빛을 잘 구분하는 게 약간 어려워서 색맹검사표의 숫자도 나와는 다르
게 읽는다. 적록색맹과 같은 부분 색맹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도 유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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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색깔을 인식하게 되는 것일까?
사람 눈에서 색깔을 인식하는 과정을 이용해 최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고 디스플레이 장치의 가장 기본인 화소(픽셀)를 만들어 보자.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색맹 검사표를 읽어보게 한다. 맨 눈으로 읽어본 후, 빨강 셀로판지나 파랑 셀로
판지를 덧대어 읽어보게 한다. 맨눈으로 읽었을 때와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사람의 유전 중 색맹 유전의 원리를 설명하고 몇 가지 경우에 대한 가계도를 그려보게
하여 어떠한 경우에 색맹으로 나타나게 되는 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적록색맹인 사람들은 어떻게 색깔을 인식하게 될지 이야기 해보게 한다.
사람 눈의 구조 그림을 보고 눈에서 색채를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망막에 분
포하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디스플레이 장치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고 3가지 빛의 램프만을 가지고 모든 색이
구현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감성적 체험

사람 눈에서 색깔을 인식하는 과정을 이용해 최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고 디스플레이 장치의 가장 기본인 화소(픽셀)를 만들어 본다.
브레드보드와 LED(발광다이오)를 이용해 3가지 램프의 빛의 세기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
는 회로를 구성해 본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색 (무지개 색)을 나타내는 화소를 만들어 실제로 3가
지 색 빛만 가지고 다양한 색깔의 빛이 구현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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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생명과학I

총차시

2

단원

사람의 유전 형질

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_고2학년_II.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_2. 유전_ (2) 사람의 유전형
질
1. 사람의 여러 가지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계도 작성과 분석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3. 눈에서 색채를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4. 영상 장치에서 색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직접 제작
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상황 제시>
적록색맹에
대하여
(10분)
(1/5차시)

적록 색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색맹 유전

학습자료(‣) 및 유의점(※)
‣참고자료 – 사람의 유전현상

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다.
Tip!

주어진 제시문 이외에 적록색맹인 학생이 있

다면, 각자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까
운 상황임을 알게 해 준다.
- 적록색맹은 유전인가요?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전 현상에는 어
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의적 설계>
우리 눈에서 색
채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이
해

‣ 색맹검사표, 셀로판지

색맹 검사표 읽어보기
- 색맹 검사표를 읽어 보세요.
- 빨강 셀로판지를 대면 어떻게 보이나요?
- 초록 셀로판지를 대면 어떻게 보이나요?

(40분)
(4/5차시)

Tip!

두꺼운 종이와 셀로판지로 만든 색깔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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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색맹검사표를 읽어보게 하면 흥미를 더 이
끌어 낼 수 있다.
‣참고자료 – 사람의 눈에서 색채
사람의 눈에서 색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 이해
한다.

를 인식하는 과정
‣눈의 구조

- 사람의 눈에서 색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
정을 거쳐야 할까요?
- 사람 눈의 망막에는 어떤 세포들이 존재할까요?
- 원뿔세포는 어떤 빛을 흡수할까요?

‣원뿔세포에서 빛의 파장에 따른
빛의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낸 그
래프

적록색맹인 사람은 적색과 녹색을 어떻게
구분하게 될지 조별 토론을 유도한다.
- 적록색맹인 사람은 적색과 녹색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걸까요?

‣ 색맹 검사표를 적록색맹인 사
람이 보았을 때 보이는 정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 색맹 검사표

- 적록색맹인 사람은 아까 우리가 읽어 본 색맹 검
사표를 보고 어떻게 읽을까요?

색맹 유전에 대한 가계도 그리기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한 가계도를 그려보게 한다.
- 아빠가 색맹이고 엄마는 정상인 경우

‣참고자료 – 색맹유전에 대한 가

- 엄마가 색맹이고 아빠는 정상인 경우

계도 작성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색맹유

Tip!

부모 사이에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을 경우 있 전 가계도

을 수 있는 가능성(확률)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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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

TV나 컴퓨터의 LCD 모니터 확대해 보기

험>
나만의

빛그

림 만들기
(50분)
(1차시)

Tip!

USB 현미경을 이용해서 노트북이나 LCD TV

‣USB 디지털 현미경
‣브레드 보드, 발광다이오드, 연
결선, 건전지, 건전지 끼우개, 저

의 모니터를 확대해서 보여준다. 좀 더 확실한

항
화소를 보여주기 위해 미리 몇 가지 색이 있는 ‣참고자료 – 브레드 보드에 대한
화면을 준비한다. 학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
이해
폰의 화면을 보는 것도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된
다.

‣참고자료 – 디스플레이장치의
-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램프가 있나요?
무지개와 같이 여러 가지 색을 세가
지 색 빛으로만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한다.

- 세가지 색(RGB) LED만 가지고 무지개색
을 다 나타낼 수 있을까요?

브레드 보드에 발광다이오드 연결하기
- 브레드 보드의 연결상태를 설명하고 발광다이
오드 한 개만 연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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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 적당한 저항을 연결하여 발광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도록 연결해 본다.

‣참고자료 - 빛의 3원색

- 발광 다이오드 2개를 병렬로 연결한다.

- 마찬가지로 발광 다이오드 3개를 병렬로
연결한다.

저항을 잘 조절하여 세가지 색(RGB)
LED의 불이 모두 켜지게 하여 하나의 화소
완성하기
- 각 LED의 불빛의 세기가 고르게 나타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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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 LED에도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강과 초록 LED에 적당한 저항을 연결하
여 각 LE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한다.

저항 및 스위치를 조절하여 한 화
소에서 다양한 색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보기

여러 개의 화소 만들기

빨주노초파보의 무지개색이 나타
나는 빛그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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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관찰 평가 계획(예시)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평가항목

우수(A)

보통(B)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으나 끈기가 부족함

호기심과
자신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
지 않음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해결방안
및 계획

브레드 보드를 이용하여
LED에 불이 켜지도록 하
는 전기회로 구성을 알맞
게함

브레드 보드를 이용하여
LED에 불이 켜지도록 하는
전기회로 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브레드 보드를 이용하여 LED
에 불이 켜지도록 하는 전기
회로 구성이 많이 미흡함

문제해결
과정

각각의 LED에 적당한 저
항을 연결하여 세 개의
LED에서 나오는 빛의 세
기가 균일하게 함

각각의 LED에 적당한 저항
을 연결하여 세 개의 LED
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균일하지는 않으나 모두
켜짐

각각의 LED에 적당한 저항을
연결하여 세 개의 LED 중 불
이 켜지지 않는 LED가 있음

산출물
도출

7개 이상의 화소를 만들
고 각 LED의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무지개 색의 빛
그림을 그림

5개 이상의 화소를 만들고
각 LED의 빛의 세기를 조
절하여 무지개 색의 빛그
림을 그림

LED를 이용한 무지개 색의
빛그림을 그리지 못함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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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C)

있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가 부족함

끈기

▢ 평가기록지 (예시)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총평

산출물
도출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예시)
평가
방법

평 가
평가영역
감성적
체험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브레드 보드에 LED 불이 켜지도록 전기회로를 구성하
였는가?

자기
평가

평가기준

창의적
설계

◆ 각각의 LED에 적당한 저항을 연결하여 세 개의 LED에
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균일하도록 하였는가?
◆ 여러개의 화소를 만들어 무지개색의 빛그림을 그리는
데 성공하였는가?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25 -

상

중

하

1. 사람의 유전현상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현상을 단일 인자 유전이라
고 하며, 이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른다. ABO식 혈액형과 같이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에 희나 유전 방식 또한 결국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한 단
일 인자 유전에 속한다.
단일 인자에 의해 유전되는 사람의 형질에는 혀말기, 귓불의 형태 등이 있다.
사람의 피부색이나 눈동자색 또는 키와 같이 한 가지 형질에 대해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전 현상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며, 개체들의
변이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속변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인자 형질은 여러 개
의 유전자가 표현형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서로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질적인 차
이를 만들어 낸다.
X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될 경우,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유전현상을 반성유전이라고 하며, 색맹 유전이 이와 같은 경
우에 해당된다.

2. 색맹 유전에 대한 가계도 작성
빨간색과 초록색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유전질환인 적록 색맹의 유전자는 X염색체
상에 있으며 정상에 대해 열성으로 작용한다. 남자는 여자와는 달리 X염색체를 한 개
만 가지므로 색맹과 같이 X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열성 대립 유전자에 의한 형질이 나
타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색맹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색맹 유전에서 정상 유전자를 X, 색맹 유전자를 X’라고 하면 유전자형과 표현형은 다음
과 같다.
구분

남자

여자

유전자형

XY

X’Y

XX

X’X

X’X’

표현형

정상

색맹

정상

보인자

색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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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색맹 유전 가계도
아빠는 색맹 엄마는 정상인 경우

아빠는 정상 엄마는 색맹인 경우

아빠는 색맹 엄마는 보인자인 경우 아빠는 정상 엄마는 보인자인 경우

* 적록색맹인 사람이 보는 색깔
http://blog.naver.com/udhmsos4687?Redirect=Log&logNo=100178662270

* 색맹검사표
http://blog.naver.com/ssuujung_e?Redirect=Log&logNo=22004593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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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의 눈에서 색채를 인식하는 과정
광원에서 나오거나 물체에서 반사된 빛은 수정체를 지나 망막에 도달한다. 망막에는
빛에 감응하는 시각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어 빛을 감지한다. 시각 세포에는 색을 구별
하는 원뿔 세포와 명암을 구별하는 막대 세포가 있다.

눈의 시각 세포는 파장에 따라 빛을 인식하는 감도가 다르다. 원뿔 세포에는 빨강, 초
록, 파랑을 인식하는 시각 세포가 따로 있다. 각각의 원뿔세포가 각기 다른 파장의 빛
에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다라 색을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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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소
현미경을 이용하여 컴퓨터 모니터나 TV화면을 확대하여보면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
지 색으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하나의 빨강, 초록, 파랑의 색
묶음을 화소(pixel)라고 한다. 대부분의 영상기기는 빨강, 초록, 파랑의 상대적인 세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색을 구현한다.
5. 빛의 3원색
빨강, 초록, 파랑을 합성하여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들을 빛의 3원
색이라고 한다. 노란색 빛은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합성하여 만들 수 있고, 청록색 빛
은 초록색과 파란색 빛을 합성하여 만들 수 있으며, 자홍색 빛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빛을 합성하여 만들 수 있다. 또한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수많은
색을 합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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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레드 보드에 대한 이해
브레드보드(breadboard), 속칭 빵판 또는 빵틀은 전자 회로의 (일반적으로 임시적인) 시제품
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무납땜 장치로서, 가로 5칸 ABCDE와 FGHIJ의 뒷면
이 그림과 같이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 -로 표시되어 있는 세로줄의 뒷면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납땜 등의 번거로운 과정 없이 간단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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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색 발광다이오드(LED)의 개발

The noble prize in physics 2014,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http://kva.se

발광 다이오드(LED)는 반도체 물질을 여러 겹으로 쌓아 만든 것으로, 전기를 직접 빛으로
바꾸어 준다. 기존의 다른 발광장치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가 열로 발산되어 에너지 효율이
낮으나 LED는 발열량이 적어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다. 전압을 걸어주면 n형 반도체의 전
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active layer에서 만나 결합하면서 빛이 방출된다. 반도체물질에 따
라 빛의 파장 즉,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따라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는 LED를 만들어 내
려면 특정한 반도체 물질들을 개발해 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빨강, 초록 LED에 비해 개발이
어려웠던 청색 LED개발의 성공으로 인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색깔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The noble prize in physics 2014,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http://k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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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외5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교과서, 교학사
권혁빈 외5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박희송 외4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교과서, 교학사
박희송 외4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심규철 외5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교과서, 비상교육
이길재 외7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교과서, 상상아카데미
이준규 외5인, 2012,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교과서, 천재교육
곽성일 외7인, 2012, 고등학교 물리 I 교과서, 천재교육
곽성일 외7인, 2012, 고등학교 물리 I 교과서 지도서, 천재교육
김영민 외7인, 2012, 고등학교 물리 I 교과서, 교학사

- 32 -

고등학교
STEAM ③

포도당 생산의 마법사, 식물

다양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지식 기반의 현대 사회는 당면한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사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과학교육 분야에서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의 탐구력과 창의성, 문제해결력 외에도 감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실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 공학이나 기술,
수학뿐만 아니라 예술 등과 같은 분야의 학문적 지식이나 감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과 관련된 탐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탐구력과
문제해결력 향상 외에도 창의성과 상상력, 감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하였다.
광합성에 대한 연구는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진전되어 광합성 과정의 각 단계가 밝혀지고
있으나 20세기 이전만 해도 광합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인
들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흙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와 같은 개념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왔다.
광합성에 대한 학습 이전에 과학교육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수업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수많은 과학자의 아
이디어와 탐구와 다양한 논쟁과 그 과학자들이 행했던 탐구 절차를 학습해봄으로써 광합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의 획득은 물론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의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이에 추가하여 과학, 기술, 수학 등의 분야 외에도 미술 작품 감상과 광합성 관련 과학 상
상그리기 등을 통해 창의성과 감성 등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총 세 차시에 대한 각각
의 수업 주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차시별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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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 표】와 같이
총 3차시 중 각 차시 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등을 짧은 시간일 지라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차시의 ‘상황 제시’에서는 세계 유명화가들의 녹색식물
이 그려진 풍경화를 감상하면서 미술 작품의 감상법에 대해 학습함과 동시에 풍경화에 나온
식물들이 거의 모두 녹색 계통의 색으로 채색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창의적 설계’에서는
빛의 종류와 빛의 합성을 통해 식물이 녹색 빛을 띠는 이유에 대해 학습하게 되며, ‘감성적 체
험’에서는 짧지만 간단한 실험을 통해 빛의 합성을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의 ‘상황 제시’에서는 과거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물질의 구성 물질에 대해, ‘창의적 설
계’에서는 광합성에 대한 과학사적 연구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감성적 체험’에
서는 과학사적 광합성 연구에 대한 연대표를 재미있는 만화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의 ‘상황 제시’에서는 미래에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물 멸종과 인구증가로
식량이 부족해 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 ‘창의적 설계’에서는 생명
공학 기술을 인체에 적용하여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기나 모듈 등을 과학
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해 보고, ‘감성적 체험’에서는 이를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
록 하였다.

【차시 별 프로그램 구성 표】
차시

1

2

3

주제
빛과
광합성
광합성의
발견사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유명 풍경화에 나타난 빛의 분산과 합성을 통
식물의 공통점은 무엇 해 식물이 녹색을 띠는
일까?

이유에 대해 학습하기

감성적 체험
다양한 빛의 합성 체험
놀이해보기

옛날 과학자들이 생각 광합성에 대해 옛날 과 광합성 연구 연대표를
했던 물질의 구성 물질 학자들이 연구했던 내 재미있는 만화로 표현
은 무엇이었을까?
용 탐구해 보기
해보기
미래 환경변화로 식량 발전된 생명공학 기술 생명공학 기술이 인체

광합성과

이 부족해 졌을 때 어 을 인체에 적용하여 식 에 적용된 예를 과학적

미래기술

떤 문제가 발생할 수 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 근거를 들어 그림으로
있을까?

는 방법 탐구해 보기

표현해보기

내용 목표
- 미술 그림감상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광합성에 대한 과학사를 통해 과학자의 광합성 탐구과정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 광합성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광합성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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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목표
- 미술 그림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설명할 수 있다.
- 빛의 인식과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과학자들의 탐구과정을 실생활에 적용 및 응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미래에 사람이나 로봇이 광합성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S
- 빛의 인식과정 탐구
- 광합성에 대한 과학사적 연구 탐구
- 과학자의 탐구과정 학습 및 체득

T/E
- 휴대폰을 사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
- 광합성을 하는 창의적 로봇 외형 설계

A
- 미술 그림 작품의 감상
- 빛의 합성 학습
- 광합성과 미래 생명공학을 이용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림 그리기

M
-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광합성량의 변화 그래프 작성
- 광합성 전과 후의 식물의 무게 변화량 계산
- 광합성 전과 후의 식물이 흡수한 성분의 변화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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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문제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질문을 제시하여 학습의 진행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각 차시마다 각각의 상황이 제시된다.
- 1차시에서는 유명 미술 작품(풍경화)에 대해 감상해 보고, 식물들이 왜 주로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는지, 실제 식물은 왜 주로 녹색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시한다.
- 2차시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일화를 간단히 예로 들어 제시한 후, 옛날 다양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
문을 제시한다.
- 3차시에서는 미래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식량자원이 되는 식물들의 멸
종이 심각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다.

창의적 설계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STEAM 요소들을 동원하여 주어진 문제를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본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각 차시마다 각각
의 창의적 설계 단계가 높은 비율로 포함된다.
- 1차시에서는 빛의 분산과 합성, 빛의 인식 과정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식물이 왜 녹색
을 띠는 지에 대한 이유를 탐구한다.
- 2차시에서는 과거 광합성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의 연구과정을 탐구해나가며 과학자들
연구의 오류와 그 원인을 찾아보고, 이를 개선한 실험을 창의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과 탐구력, 창의력 등
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차시에서는 미래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식량자원이 되는 식물들의 멸
종이 심각해졌을 때, 발전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기나 모듈
등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감성적 체험
이 단계에서는 창의적 설계 때 했던 다양한 탐구에 대한 결과를 응용하여 재미있는 놀이
를 해보거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1차시에서는 다양한 색의 셀로판지와 손전등을 이용하여 빛의 합성 실험을 응용한 놀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차시에서는 광합성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의 광합성 연구 연대표를 재미있는 만화로 작
성해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차시에서는 창의적 설계 때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인체에 적용한
사례를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창의적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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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단원

교육과정

학습목표

흐름

생명과학 Ⅱ, 과학, 미술, 기술․가정, 수학

총차시

3

생명과학 Ⅱ : 세포와 에너지 - 광합성
과학 : 식물의 구조와 기능 - 광합성
미술 : 감상의 세계
기술․가정 : 정보통신 기술의 세계
수학 : 함수
생명과학 Ⅱ:
명반응과 암반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과학 :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 그림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기술․가정 : 정보통신 기술(스마트폰, 초고속 인터넷, 위성 통신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수학 : 함수의 의미와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빛의 인식을 통해 식물이 녹색을 띠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광합성에 대한 과학사를 통해 과학자의 광합성 탐구과정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4. 광합성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광합성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미래에 생명과학 기술 발달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여 창의적 그림으 로
표현할 수 있다.
7. 미술 작품 감상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8.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9. 광합성에 미치는 요인과 광합성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생각 열기] 활동지를 제시한다. 국내외 유명 화가들 ※모든 수업은 모둠 별 자리배치
의 풍경화 작품을 감상하게 한 후, 그림에 표현된 식물들 ‣PPT 1~11 제시
의 색깔이 주로 녹색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 ※PPT 순서에 따라 수업 진행 가능
다.
Tip!

PPT에 자료 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PPT의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 한다.

<상황 제시> - 고흐의 풍경화 작품들을 감상한다.
․풍경화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10/50분)
- 미술 작품 감상법을 간단히 제시한다.
【1/3차시】

(PPT 자료 참조)

‣[생각 열기] 학습지 제시

- 미술 작품 감상법 중 분석 감상법을 통해 색채를 생각
해보며, 국내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가장 감명 깊게 본 그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상한 작품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Tip!

학습 자료의 화가에 대한 간단한 배경 정보를 제공해주면,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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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활동지를 제공하고, 학 ‣[생각 펼치기] 활동지 제시
습지를 해결하는 과정색의 인식과정을 통해 식물이 왜
녹색으로 보이는지 확인해보고, 빛과 녹색 식물의 광합
성에 대해 탐구해 본다.
Tip!

구가 끝나면 모둠별로 간단히 발표해 보는 것도 좋다.

<창의적 설계>
(30/50분)

학습지를 따라가며 학생 스스로 탐구를 진행하게 하고, 탐

-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에 대해 적어본다.
-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합성해 본다

【1/3차시】

- 빨간색과 녹색 사과를 빨간색 셀로판지와 녹색 셀로판
지를 통해 보고 그 결과를 적어보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 식물이 흡수하는 빛과 광합성 속도에 대해 알아 본다.

‣[생각 펼치기] 활동지 준비물
- 셀로판지(RGB), 손전등, 테이프,
도화지(4절/8절지),

빨강/녹색

사과모형

- 과거 학습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 요인
들의 변화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어 보시오.
[생각 다지기] 활동지를 제공하고, 다양
<감성적 체험>
(10/50분)
【1/3차시】

‣[생각 다지기] 활동지 제시

한 색깔과 모양의 셀로판지를 만들어 손전등 앞에 붙이
고, 불을 켜 천정에 비춰 빛의 합성 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Tip!

계속 빛을 보고 있으면 색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손전등의
반만 셀로판지로 가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생각 열기] 활동지를 제공하고, 옛날 과학자

‣PPT 12~18 제시
※PPT 순서에 따라 수업 진행 가능

들이 생각했던 물질의 구성 원소에 알아보게 한다.
Tip!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를 빠르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7/50분)
‣[생각 열기] 활동지 제시
【2/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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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활동지를 통해 과학사적으 ‣[생각 펼치기] 활동지 제시
로 광합성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실험을 탐구해 보고 문
제점을 파악해보거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Tip!

[생각 펼치기] 학습지는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가며
과학사적으로 과학자들의 연구를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하

<창의적 설계>

였으므로, 가능하면 교사의 개입은 최소화 하여 문제해결

(25/50분)

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헬몬트의 실험을 탐구해 보고, 헬몬트가 생각했던 실험
【2/3차시】

‣[생각 펼치기] 활동지 준비물
- 휴대폰(인터넷 정보 검색용)

가설과 결론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실험을 개선한 새
로운 실험을 창의적으로 설계해 본다.
-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탐구해 보고,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과 개선시켜야 할 점을 알아본다.
- 잉겐하우스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보완하여 새로운
실험을 실행하였고, 이 실험을 통해 잉겐하우스가 내
린 결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기존 학습한 광합성의 일반식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한다.
[생각 다지기] 활동지를 제공하고, 잉겐 ‣[생각 다지기] 활동지 제시
하우스 이후 광합성에 대한 주요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

<감성적 체험> 되었는지 휴대폰을 이용 인터넷 정보를 검색 및 조사해
(18/50분)

보고, 광합성 연구연대표를 만화로 간단히 작성해 보도
록 한다.

【2/3차시】

Tip!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게 한다.

[생각 열기] 활동지를 통해 미래 인구증가와
환경변화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PPT 19~25 제시
※PPT 순서에 따라 수업 진행 가능

문제점에 대해 토의해 본다.
Tip!

과학적 근거와 인과 관계가 타당한지 확인하며 토의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황 제시>
(10/50분)
‣[생각 열기] 활동지 제시
【3/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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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활동지를 통해 광합성의 중요 ‣[생각 펼치기] 활동지 제시
성과 의의, 광합성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창의적 설계> 토의해 볼수 있도록 한다. 토의 후, 생명공학 기술의 발
(15/50분)
달로 인해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기나 모듈을 과
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3/3차시】

Tip!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창의적으로
참고하여도 된다.
[생각 다지기] 활동지를 통해 앞에서 설 ‣[생각 다지기] 활동지 제시

계한 기기나 모듈을 인체에 적용한 사례를 창의적인 그
림으로 표현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Tip!

<감성적 체험>
(25/50분)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실히 확보할 것을 주지시
킨다. 도화지에 그려도 무방하다.

-

그림 예시

【3/3차시】
‣[생각 다지기] 활동지 준비물
- 사인펜 셋트, 도화지

- 강창익 외 (2013), 활동 중심 STEAM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과학 학습 흥미도에 미치는
효과, 과학교육연구지, 37(2)
- 김진영 외 (2013), 생명과학 중심의 STEAM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
역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생물교육, 41(4)
- 박혜원 외 (201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과학수업이 자기효능감, 흥미 및 과학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생물교육, 40(1)
- 이현미 (2002), 창의력 및 과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광합성 실험 모듈의 개발 및 적용
효과, 학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규철 외 (2012), 고등학교 생명과학 Ⅱ 교과서, ㈜비상교육
- 임태훈 외 (2013), 중학교 과학 1 교과서, ㈜비상교육
- 김용주 외 (2012), 중학교 미술 교과서, ㈜비상교육
- 김지숙 외 (2012), 중학교 기술/가정 1, 2, ㈜비상교육
- 김원경 외 (2012), 중학교 수학 1, 2, ㈜비상교육
- 인터넷 위키백과,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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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집중과
끈기

감성적
체험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성

창의적
설계

우수(A)

보통(B)

미흡(C)

광합성의 중요성과 의의
를 알아내고자하는 집중
력이 좋으며 이를 토대로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배
우고 싶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
여함
광합성을 하는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
지게 나타남

광합성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아내고자 하는 집중력은
좋으나 과제 해결에 대한
끈기는 부족함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배
우고 싶어 하는 약간의 흥
미를 가지고 있으며, 융합
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
워하지만 참여함
광합성을 하는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실험
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
으며, 탐구 가설이나 탐구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표
현하는 능력이 약간 부족
하고, 실험의 오류에 대해
서도 두루뭉술하게 이해하
고 있음.
과학자들의 실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나 과학적
기반이 부족하여, 개선된
실험을 제시함에 있어 과
학적 근거가 약간 부족함.

광합성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
아내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집중력은 떨어지며 과제 해결
에 대한 끈기도 부족함

해결방안
및 계획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실
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탐구 가설이나 탐구 과정
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
고, 실험의 오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
음.

문제해결
과정

과학자들의 실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
대로 개선된 실험을 적절
하게 제시함.

산출물
도출

광합성과 관련해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답을 과학
적 근거에 기초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제시함.

광합성과 관련해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답을 과학
적 근거에 기초하여 구체
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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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으며, 융합적 과
제를 해결할 때도 어려워하여
잘 참여하지 않음
광합성을 하는 해결하는 과
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실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탐구 가설이나 탐구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 매우 부족하고, 실험의 오
류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
고 있음..
과학자들의 실험 오류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잘 제시하
지 못하고, 과학적 기반이 부
족하여, 개선된 실험을 제시
함에 있어서도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함
광합성과 관련해 주어진 문제
들에 대한 답의 내용에 과학
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 답을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제
시하지 못함.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 가
평가기준
◆ 나는 오늘 수업과 탐구활동에 집중하여 참여하였는가?
◆ 주어진 문제들을 실험이나 토의 및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
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였는가?
◆ 과학사적으로 광합성의 연구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

◆ 광합성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실험 오류와 그 개선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평가

◆ 광합성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 미래 광합성을 하는 사람이나 로봇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과학적 근
거 확실한가?
◆ 미래 광합성을 하는 사람이나 로봇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창의성과
독창성이 뛰어난가?
◆ 매 단계별로 주어진 학습 요소를 생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동료
평가

◆ 모둠별 토의 및 토론 시 의견을 제시할 때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의
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 모둠별 토의 및 토론 시 의견을 제시할 때 과학적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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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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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화 작품의 작가들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빈센트 빌럼 반 고흐(네덜란드, 1853년 3월 30일 ~ 1890년 7월 29
일)는 네덜란드 화가로 일반적으로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는 그의 작품 전부(2000여 점)를 정신질
환(측두엽 기능장애로 추측됨)을 앓고 자살을 감행하기 전 단지 10년
동안에 모두 만들어냈다. 그는 사후 파리에서의 전시회를 통해 명성
이 급속도로 커졌다.
유진 앙리 폴 고갱(프랑스, 1848년 6월 7일 ~ 1903년 5월 8일)의 생
애는 파란만장하다. 아버지는 자유주의자로서 망명하여 남미 리마로
가던 도중에 죽고, 바다를 동경하여 선원이 되어 남미도 항해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그만두고 화가로서 새 출발을 한다. 그러나 회화는 생
활에 도움 안되어 포스터를 붙이는 노동을 하기도 했다. 1886년부터
브르타뉴의 퐁 타뱅으로 가 독자적인 화풍을 창시, 그의 화풍을 따르
는 젊은 화가들과 '퐁 타벵(Pont-Aven) 파'를 창립하였다.
폴 세잔(프랑스, 1839년 1월 19일 ~ 1906년 10월 22일)의 초기 작품
들은 풍경화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특히 상상으로 그려진 중후하고
큰 풍경화도 있었다. 나중 그의 작품들은 직관적인 관찰과 빛을 이용
한 화풍을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숙된 작품들에서
는 거의 건축에 가까운 굳어진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그는 한평생 동
안 그가 실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화법을
찾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겸재 정선(1676~1759)은 진경산수화라는 우리 고유의 화풍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산천이 아닌 조선의 산천을 있는 그대
로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잣
대가 되기도 한다. 진경시대란 양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조선 고유
의 진경문화를 이루어 낸 시기로, 정선이 활동한 영조대는 진경시대
중 최고의 전성기였다. 20세에 김창의 천거로 도화서의 화원이 되어
현감에 이르렀다.
단원 김홍도(1745년~1806년 이전)는 조선 후기의 화가이다. 본관은
김해,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檀園)·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그의 호 단원을 따온 이름이다. 정조 때 문예부흥기의 대표적인 화가
로도 산수화, 풍속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가였지만 고사인물화
및 신선도, 화조화, 불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인 회화를 구축한
화가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양반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상민·중인·
천민 등 서민의 일상을 그린 풍속화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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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3차시의 학습지 : 학습지 순서에 따라 탐구해 보세요.

(1/3차시)
풍경화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화가가 꿈인 동국이는 주말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미술관에

‣ 풍경화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

갔다. 마침 서양의 풍경화와 우리나라의 산수화가 전시되고 있었다.

해 보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

평소 자연 풍경 그리기를 좋아했던 동국이는 서양과 동양의 풍경화

록 지도한다.

를 동시에 보고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림 한 점
한 점이 너무 아름답게 자연 풍경과 나무, 산, 시골 마을 등을 표현
하고 있어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작가가 달라 다 다를 것 같
았던 그림에 문득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 풍경화 작품의 작가들에 대해
배경 설명을 간단히 소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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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한 풍경화들의 공통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제시된 그림들의 다양한 공통
점들에 대해 토의할 수 있도록

조별로 토의해 보고 아래에 적어 보자.

유도한다.

감상한 풍경화에 나오는 식물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 식물이 왜 주로 녹색 계통을

색채는 주로 무엇이며, 왜 그런지 조별로 토의해 보
고 아래에 적어 보자.

띠게 되는지에 대해 과학적 원리
를 근거로 하여 토의해 볼 수 있
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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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시)
식물은 왜 녹색으로 보이며, 광합성에는 어떤 빛이 필요할까?
어떤 요인들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칠까?
※ 준비물 : 셀로판지(빨강, 파랑, 녹색), 손전등, 스카치테잎, 빨간색과 녹색 사과모형

▸

빛의 스펙트럼

1. 그림은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 광선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파장

것이다.

에 따라 굴절률이 다르게 나타나
며,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눈에
서 인식함을 상기시킨다.

1-1. 태양광선은 총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며, 그 영역의 이름
은 무엇이고,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광선은 어떤
것인가?
• 영역 개수 : 3개
• 각 영역의 이름 :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광선 : 가시광선

▸

빛의 합성과 녹색 식물

2. 여러 가지 색의 셀로판지를 손전등 앞에 붙여 도화지 위에

‣ 셀로판지는 품질이 좋고, 투과

빛을 비추는 빛의 합성실험을 할 때, 어떤 색깔이 될지 예상

율이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실험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시오.
빛의 합성
(셀로판지)

녹색 + 파란색

빨간색 + 녹색

파란색 + 빨간색

하늘색

노란색

주황색

예상
관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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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빨간색과 녹색 모형 사과를 빨간색 셀로판지와 녹색 셀로

‣ 녹색 셀로판지는 녹색 계열 빛

판지를 통해 보았을 때 무슨 색으로 보일지 실험으로 그 결과

만 통과시키고, 적색 셀로판지는

를 확인해 보시오.

적색 계열의 빛만 통과시킨다.

사과

빨간색 사과

녹색 사과

빨간색 셀로판지

빨간색

검은색

녹색 셀로판지

검은색

녹색

3-1. 이 실험의 관찰결과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 빨간색 셀로판지로 빨간색 사과와 녹색 사과를 보았을 때
-> 빨간색 셀로판지는 적색계열의 빛만 통과시키므로, 빨간색사과는
빨간색, 녹색사과는 검은색으로 보인다.
• 녹색 셀로판지로 빨간색 사과와 녹색 사과를 보았을 때
-> 녹색 셀로판지는 녹색계열의 빛만 통과시키므로, 빨간색사과는
검은색, 녹색사과는 녹색으로 보인다.

3-2. 이 실험의 관찰결과를 통해 녹색 식물을 빨간색과 녹색
셀로판지로 보면 어떻게 보이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관찰결과 예상 : 빨간색 셀로판지로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고, 녹색
셀로판지로 보면 녹색 으로 보일 것이다.
• 이유 : 녹색 식물은 녹색의 빛만 반사하는데, 빨간색 셀로판지는 적
색계열 빛만 통과시키므로 녹색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 녹
색 셀로판지는 녹색 빛만 통과시키므로 녹색 빛을 반사하
는 식물은 당연히 녹색으로 보인다.

3-3. 따라서 녹색 식물은 주로 어떤 색의 빛을 흡수한다고 생

‣ 사물이 우리 눈에 인식되는 색

각할 수 있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깔은 사물이 그 색깔의 파장만
반사하기 때문이다.

• 녹색식물의 흡수하는 빛의 색 : 빛의 3원색 중 주로 빨간색과 파란
색 계열의 빛을 흡수한다.
• 이유 :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녹색의 빛만 반사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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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이 흡수하는 빛과 광합성 속도

[읽고 들어가기]
광합성 색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엽록소이다. 엽록소는 a,
b, c, d 등으로 구분되며, 엽록소 a와 엽록소 b는 모든 식물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특히 엽록소 a는 광합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색소이며, 세균을 제외한 모든 광합성 생물에서 발
견된다.
* 흡수 스펙트럼 : 엽록소에 프리즘으로 분광시킨 빛을 비추어
파장에 따른 엽록소의 빛 흡수율을 나타낸
다.
* 작용 스펙트럼 : 엽록체에 여러 파장의 빛을 비추어 광합성
속도를 나타낸다.

4. 그림은 엽록소 a와 엽록소 b의 흡수 스펙트럼과 엽록체의

‣ 광합성 속도의 측정은 단위 시

작용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간 동안에 엽록체가 흡수하는 이
산화탄소 양이나 방출하는 산소
의 양으로 구한다.

4-1. 엽록소 a와 엽록소 b는 각각 어떤 파장의 빛을 주로 흡

‣ 휴대폰을 이용 인터넷 정보검

수하며, 이 파장은 주로 어떤 색인가? (휴대폰을 사용하여 각

색을 통해 각 색깔별로 파장을

파장의 주요 빛의 색을 찾아본다.)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엽록소 a : 약 450nm와 680nm의 파장을 주로 흡수하며, 주로 청
색 및 적색 계열이다.
• 엽록소 b : 약 470nm와 670nm의 파장을 주로 흡수하며, 주로 청
색 및 적색 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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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내릴 수 있

‣ 식물이 주로 흡수하는 빛의 파

는 결론은 무엇인가?

장과 광합성 속도를 비교해 본
다.

• 엽록소 a, b는 주로 청색 및 적색 계열의 빛을 대부분 흡수하고, 녹
색 계열의 빛을 반사하며 작용스펙트럼을 보면 흡수한 청색 및 적
색 계열의 파장에서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리

5. 과거에 이미 학습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상기하여 다음 그림 (A), (B), (C) 들어
갈 알맞은 요인들을 적어보시오.

(A)

• (A) : 빛의 세기

(B)

(C)

• (B) : 이산화탄소 농도

• (C) :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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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
도 등)을 상기시킨다.

(1/3차시)
다양한 색의 빛을 합성하면 어떤 색이 나올까?
※ 준비물 : 여러 색깔의 셀로판지, 손전등, 스카치테잎

다양한 색상의 셀로판지에 다양한 모양을 내어 손
전등 앞에 붙인 다음 교실의 전원을 차단하고, 천정

‣ 빛을 계속해서 쳐다보면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둔해질
수도 있으므로, 손전등의 반만

에 빛을 비췄을 때 나오는 다양한 합성된 빛의 색

셀로판지를 붙여 원래 손전등의

들을 확인해 보고 아래 표에 적어 보자. (두 가지나

색과 구별되게 나타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다양한 색을 합성해본다)
구분

합성 전 여러 가지 색

합성 후의 색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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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3차시)
옛날에는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까?
※ 준비물 : 휴대폰(인터넷 정보 검색용)

옛날 사람들은 식물이 물만 먹는 게 아니라 흙 알갱이와 동식물
의 시체도 먹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커다란 나무가 물만 먹고 자
라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원전 4세기 경 아리스토텔레스도
‘식물의 뿌리는 동물의 입과 같이 뿌리를 통해 흙 속에 기존에 이
미 만들어져 있는 먹이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식물의 먹이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과학자들이 당시
살았던 시대에는 물질이 단지 몇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과학자들이 식물에 대해서 실
행했던 다양한 연구들은 현대의 물질 관념으로 봤을 때 다양한 오
류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고대 여러 과학자들의 다양한 원소설에 대해 간단

‣ 고대 과학자들의 원소설에 대
해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

히 조사하여 적어 보자.

다.

(고대 학자 :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데모
크리토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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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
옛날 과학자들은 광합성의 토대가 된 연구를 어떻게 했을까?
※ 준비물 : 색 사인펜, 휴대폰(인터넷 정보 검색용)

▸

헬몬트의 실험 탐구

[읽고 들어가기]
옛날 사람들은 식물이 물만 먹는 게 아니라 흙 알갱이와 동
식물의 시체도 먹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커다란 나무가 물만
먹고 자라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원전 4세기 경 아리
스토텔레스도 ‘식물의 뿌리는 동물의 입과 같이 뿌리를 통해
흙 속에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먹이를 먹고 산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강단에서 강의만 하는 학문을 경멸하고 경험이나 실험을 중
시한 벨기에의 헬몬트라는 과학자는 커다란 나무가 물만 먹고
자라는지, 흙 속의 다른 먹이도 먹고 자라는지 궁금했다. 이 의
문을 해소하기 위해 헬몬트는 한 가지 실험을 생각해 내었다.

1. 헬몬트는 1648년 버드나무에 거름을 주지 않고 물만 주면

‣ 식물이 뿌리를 통해 흙 속의

서 5년 동안 키운 후 나무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먹이를 흡수할 경우 5년 후에 버

다음 표와 같았다. 이때 버드나무와 흙의 처음 무게와 5년 후
무게를 통해 각각의 무게 변화량을 계산하여 표를 완성하시

드나무의 증가한 무게만큼 흙의
무게는 감소해야 한다. 하지만
흙의 무게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
구분

처음 무게
(kg)

5년 후 무게
(kg)

무게 변화량
(kg)

버드나무 무게

2.7

76.7

+74.0

흙 무게

90.7

90.6

-0.1

화분 무게

93.4

167.3

+73.9

1-1. 위의 [읽고 들어가기]와 실험결과로 알 수 있는 헬몬트의

‣ 이 실험은 한 가지 가설이 아
닌 여러 가지 가설을 제안할 수

실험 가설은 무엇인가?

있다.
• 가설
- 버드나무는 흙 속의 먹이를 먹고 자랄 것이다.
- 버드나무는 물을 먹고 자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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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험결과 헬몬트는 식물이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했

‣ 흙의 무게는 거의 변화가 없고

을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흙 외에 주어진 것은 물밖에 없
음을 생각해본다.

• 먹이 : 물을 먹고 자란다.
• 이유 : 흙의 무게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버드나무 무게의 증가에는
물만 작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실험결과 헬몬트의 가설은 증명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가설의 증명 유무
-가설이 ‘흙 속의 먹이를 먹고 자랄 것이다’이면 가설을 기각된다.
-가설이 ‘물을 먹고 자랄 것이다’이면 가설은 받아들여진다.
• 이유 : 흙의 무게는 변함없었는데도 버드나무 무게가 증가했고, 이
때 버드나무에 계속 주어진 것은 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4. 실험에서 흙이 감소한 양보다 버드나무 무게의 증가한

‣ 실험을 통해 물이 식물의 생장

양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식물의 생장에

• 이유 : 물을 먹고, 물의 성분이 버드나무의 생장에 도움을 주었기

는 공기의 성분도 필요하다는 것
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도 발견할

때문이다.

수 있다.

1-5. 헬몬트가 실험 설계 시 범한 오류는 무엇인가? (힌트 :
헬몬트가 살던 시대에는 흙, 물, 공기, 불의 네 가지 원소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공기와 불은 무게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 오류 : 그 당시의 물질의 원소만 놓고 보면 헬몬트는 실험에서 공기
의 성분이 버드나무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을 몰랐다. 왜냐하면 공기는 무게가 없다고 생각하여 버드나
무의 무게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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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헬몬트의 실험을 보완하여 새로운 실험을 설계하여 보시

‣ 실험 설계는 자유롭게 할 수

오. (단, 필요한 실험 기구나 측정 도구 등은 무엇이든 사용할

있으며, 가능하면 밀폐된 공간에
서 공기와 흙의 성분을 측정할

수 있으며, 흙과 공기의 성분도 고려한다.)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는 전제하에 실험을 구체적으로

** 실험설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면 밀폐된 공

설계해본다.

간에서 공기와 흙의 등의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 등을 사

‣ 흙 없이 물과 수용성 영양분으

용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한다.

로 만든 배양액 속에서 식물을
키우는 ‘수경재배’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

프리스틀리의 실험 탐구

[읽고 들어가기]
프리스틀리는 목사이지만 화학 분야에서 더 유명한 과학자이
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기체를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특히 산
소의 발견은 라부아지에의 연소 이론 연구에 큰 동기를 부여하
기도 하였다. 프리스틀리는 1774년에 산화수은에 빛을 쪼여 산
소를 얻었으며, 산소의 여러 성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775
년에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그 논문의 내용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호흡, 식물의 광합성 등에 대한 실험과 이론 등이 포함
되어 있었다.

2. 기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던 프리스틀리
는 헬몬트의 실험에 의문을 품었다. 헬몬트는 버드나무에 들
어간 것은 물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프리스틀리는 기체도 들
어가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증명
하기 위하여 1772년 한 가지 실험을 하였다.
‣ 이 설험을 통해 프리스틀리는
‘동물의 호흡을 통해 공기가 오
염되고 식물은 이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
다.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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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 그림과 같이 (가)와 (나)에서는 쥐와 식물이 죽고 (다)

‣ 실험에서 명확하진 않지만 식

에서는 쥐와 식물이 산 이유는 무엇인가?

물이 동물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소가 발견되는 계기

• (가)와 (나)에서 쥐와 식물이 죽은 이유
: 쥐와 식물의 생존에 필요한 어떤 성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를 제공하였다.

• (다)에서 쥐와 식물이 산 이유
: 쥐와 식물의 생존에 필요한 어떤 성분이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
문에

2-2. 이 실험을 통해 프리스틀리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 유리종 안에 쥐만 있을 때 쥐
는 생존하지 못했지만, 식물을
함께 넣어주었을 경우 쥐가 생존

• 프리스틀리의 결론
: 유리종 안에서 식물은 안 좋은 공기를 정화시켜 쥐의 호흡에 필

하였다는 것을 생각해본다.

요한 기체를 계속 공급한다.

2-3. 프리스틀리의 실험 결과가 광합성 과정에서의 어떤 기체

‣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기체와

의 출입에 대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광합성 작용으로 방출되는 기체
에 대해 생각해본다.

• 쥐의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쥐의 호흡에 필요
한 산소를 발생시켜 공급한다.

2-4.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여러 사람이 실험을 하였으나 동일

‣ 쥐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식물

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프리스틀리의 실험에서 개

이 광합성을 통해 곧바로 제공할

선시켜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
시오. (정답은 없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보시오.)
• 식물의 광합성에서 나오는 산소보다 쥐가 호흡을 할 때 흡수하는
산소의 양이 많아 쥐가 죽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식물과 호흡 시 산소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작은 쥐가 필요할 것이다.
• 유리종의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아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전에 이
미 유리종 안의 산소가 고갈되어 쥐가 생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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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등에 대해생각해 보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창의적으로 제시해 본다.

▸

잉겐하우스의 실험 탐구

[읽고 들어가기]

.

잉겐하우스는 네덜란드의 의사이자 식물생리학자이다. 프리스
틀리는 목사이지만 화학 분야에서 더 유명한 과학자이다. 잉겐
하우스는 프리스틀리의 ‘녹색식물에 의한 공기의 정화’ 연구에
흥미를 갖고 식물의 호흡에 관해 연구하여, 식물이 태양빛을 받
아 탄산가스를 분해하고 산소를 내는 명확히 하였으며, ‘식물에
관한 실험’이란 저서를 남겼다.

3. 잉겐하우스는 1779년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보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유리종 속에 쥐와 식물을 동시에 넣고, 햇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쥐와 식물의 생존에 관해 실험을 하였다.
‣ 잉겐하우스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보완하여 빛이 있는 경우
와 빛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실
험을 진행하였다.

3-1. 햇빛을 비춰준 (가) 실험 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도 생존했지만, 햇빛을 차단한 (나) 실험에서는 유리종 안에
식물이 있어도 쥐가 생존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유 : (가) 식물이 계속 광합성을 하여 유리종 안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나)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이산화탄소가
유리종 안에 계속 쌓이게 되고, 쥐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3-2. 이 실험을 통해 잉겐하우스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 잉겐하우스의 결론 : 식물은 빛이 있어야 쥐가 호흡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체를 생산할 수 있다.

▸

완성된 광합성 일반식

4.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밝혀진 광합성의 일반식을
쓰시오.

6CO 2 + 12H 2 O → C 6 H 12 O 6 + 6O 2 + 6H 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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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합성에 빛이 필요함을 확인
한 실험에 의의가 있다.

(2/3차시)
광합성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한 과학자들의 연구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 준비물 : 색 사인펜, 휴대폰(인터넷 정보 검색용)

타임머신이 발명되어, 광합성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실행했던 과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이 알아
낸 광합성에 대한 발견 년도와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하여 4~6
컷의 만화로 표현해 보자. (광합성에 대한 주요 연
구 과학자에는 잉겐하우스 이후 소쉬르, 메이어, 작
스, 엥겔만, 로버트 힐, 루벤, 벤슨, 캘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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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가급적 간단하게 과학
자의 중요한 업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게 유도한다.

(3/3차시)
미래 환경변화로 인류에게 식량이 부족해진다면?
서기 2400년 현재 인류는 400여 년 전과는 달리 다양한 환경변
화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
은 200살 정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는 해마
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인구에 비례해 환경오염
은 갈수록 심각해져 인류의 식량자원이 갈수록 줄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도 생명공학 기술이 눈부시
게 발달하여, 이를 인류에게 닥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하려
는 연구가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서기 2400년 과거와는 달리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
구는 급증하였고, 설상가상 환경변화는 많은 식물의
멸종을 가져와 인류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이나 문제점
들에 대해 토의해 보고 아래에 적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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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식량 작물의 멸종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인과관계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며 토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3차시)
식물의 광합성은 인류에 왜 중요할까?
인류에게 닥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물 광합성의 중요성과 의의, 광합성이 인류와 환
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해 보고 아래에 적어

‣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보자.
• 무기물을 이용 유기물로 합성 한다.
• 빛에너지를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저장하여 이용한다.
•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완화한다.

서기 2400년 발전된 생명공학 기술을 인체에 적용
하여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기나 모듈을 만
들려고 한다. 이 기기나 모듈이 어떤 모양과 기능을
해야 할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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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상상하여 설계해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학적 근거
와 타당성에 근거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3차시)
앞에서 설계한 기기나 모듈의 인체 적용 예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 준비물 : 색 사인펜, 도화지(필요 시)

앞에서 설계한 인류를 식량 부족에서 해결해 기기

‣ 최대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 모듈을 인간에게 적용한 모습을 과학적이고 창

그림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유

의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도한다.

‣ 종이의 면적이 부족할 경우 도
화지에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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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용 PPT : PPT 순서에 따라 모든 수업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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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가들 약력 및 사진 : 인터넷 위키백과
2. 그 외 그림은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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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STEAM ④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적 : 미세먼지

최근 미세 먼지에 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황사라는 다소 귀
찮은 손님만을 맞이했지만 얼마 전부터 황사와 함께 찾아오는 미세먼지라는 위험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
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거나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 일기예보에서 비가 오
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된 날에는 가방 속에 마스
크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란 지름 10㎛ 이하의 먼지로 몽골의 사막에서부터 오는 자연현상인 황
사와는 달리 자동차, 공장, 가정에서 연소작용에 의해 발생되므로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
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이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
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
차,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
화가 되었는데 에너지 생산의 절반 이상을 석탄의 연소를 통해 얻고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기후 상황에 의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건
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대처하기 위해 우선 정전기를 이용한 집진기의 원리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
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도구나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
이디어를 구상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미세먼
지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실태를 바탕으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측
면에서 해결책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황제시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관한 신문기사나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
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후에 미세먼지의 정의와 흔히 알고 있는 황사와의 차이
점을 파악하여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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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에서는 주변의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라면 미세먼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실 밖이나 운동장에 종이 등의 물건을 두어 미세먼지를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하거나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으면 교실내의 먼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실제 먼지를 제거하는 집진기의
원리를 이용해 주변의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도구를 제작합니다.
2차시에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실태와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감성적 체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
에 대하여 발표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차시구분

단계
상황제시Ⅰ

1차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상황제시Ⅱ

2차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활동
우리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영수 이야기)
미세먼지로 인해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자료제시
정전기를 이용한 생활 속의 먼지제거 도구 만들기
주변의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구상하고
발표하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
미세먼지 현황과 관련된 각종 자료 제시
현재의 우리나라 실태 분석 및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미래의 모습 예측하기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토의, 발표

내용 목표
-

발전을 통해 환경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다앙햔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미세먼지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의를 통해 협력적으로 해결한다.
- 여러 가지 과학 원리를 이용하여 먼지제거 도구를 제작할 수 있다.

S(생명과학Ⅰ) : 지속가능한 발전
S(물리Ⅰ) : 정전기 유도
T : 정전기현상을 이용한 집진기의 원리
A : 먼지제거 도구 제작
M : 자료해석을 통한 앞으로의 미세먼지의 추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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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Ⅰ
- 동국이네 반은 점심시간에 1반 학생들과 축구를 하기로 하였다. 혹시나 비가 오지 않을까 일기
예보를 보았지만 비 예보는 없었고 먼지가 심하니 외부활동에 주의하라고 하였다. 평소와는 다
르게 약간 목이 답답하고 눈이 따가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동국이는 점심시간에 열심히
축구를 하였다. 다음날 함께 축구를 했던 같은 반 친구 철수와 민수가 목감기 때문에 결석을
하였다. 동국이는 어제 아침에 봤던 일기예보가 떠올랐다. 심한 먼지가 철수와 민수의 목감기
와 관련이 있을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동국
이는 인터넷에 미세먼지에 대해 검색을 해 보았다.
최근 중국의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석탄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 스모그가 많이 발생하
는데 이것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함께 혼
합·축적되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 미세먼지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
물 등의 대기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동국이는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세먼지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교실과 자신의 방 안을 살펴보니 구석구석 먼지가 많이 있었
다. 이 먼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
-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겪을 수 있는 경험을 제시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기예보 및 미세먼지로
인해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자료를 보여준다.
- 교실과 학교주변의 먼지 상태를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한다. 교실의 먼지상태를 확인하거나 미세
먼지가 심한 날이면 차량이나 각종 시설에 있는 먼지 상태를 확인해보는 활동을 한다.
- 상황제시에서는 미세먼지의 의미와 위험성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과 사회
적인 문제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고 학교 내 각종 시설과 주변의 먼지 실태 확인을 통하여 미세
먼지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창의적 설계
- 상황제시에서 했던 먼지 확인 활동을 통해 생활에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보
는 활동을 한다. 정전기 유도 현상과 이를 이용한 집진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전기를 발생시
킬 수 있는 재료로 생활 속의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고 실험한다.

감성적 체험
-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방법을 상상하여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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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Ⅱ
- 동국이는 열심히 교실과 방 안의 먼지를 제거하고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도 일기예보
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다.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본 동국이는 ‘나중에는 산소마스크 없이는 외출조차 힘들어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
연 미세먼지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창의적 설계
-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하여 미세먼지의 실태를 분석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미
세먼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토의를 통하
여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생각한다.

감성적 체험
-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및 각종 환경파괴 문제가 지속된다면 10년 뒤 우리나라 사
람의 모습을 예상해보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아이
디어를 표현하게 된다.

과목

생명과학Ⅰ

학습목표

2

2. 생명의 다양성과 환경
(2)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단원
교육과정

총차시

2007
_생명과학Ⅰ 3학년_일과 에너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됨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환경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다앙햔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미세먼지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제시Ⅰ>
우리를 건강을

‣학생용교재 ‘동국이 이야기’

‘동국 이야기Ⅰ’

위협하는

동국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을 위
미세먼지 (동국 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야기)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있는 일기예보를 보여
(10분)

‣ppt 1

준다.

(1/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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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2

- 동국은 어떠한 문제로 목과 눈의 불편함을 느꼈나요?
- 미세먼지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떠한 물질들이 포함되
어 있나요?
- 동국의 친구들의 목감기처럼 미세먼지가 유발할 수 있
는 질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면 미세먼지
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
안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여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정전기 현상 확인하기
- 풍선으로 실제 정전기 현상을
확인해본다.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 만들기’
먼지를 제거해주는 집진기의 원리를 이해하여 생활 속에
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먼지제거 도구를 제작한다. ‣ppt 3
Tip!

만약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면 교실 밖에 차량 등에
쌓여있는 먼지를 미리 찍어 자료로 제시하고 미세먼
지가 심하지 않다면 평소 교실의 먼지 상태를 경험해

<창의적 설계>

볼 수 있도록 직접 먼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다.

정전기를
이용한 생활
속의 먼지제거
도구 만들기

- 정전기를 이용한 집진기의 원리를 제시한다.
-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해하고 정전기 현상이 쉽게 일
어날 수 있는 물질을 알아본다.

‣ppt 4

(20분)
(1/2차시)

-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먼지를 효
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구상하고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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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제거 도구 만들기
- 스타킹을 철사옷걸이에 씌워 정
전기를 일으켜 먼지를 제거해보는
활동을 하고 효과적으로 먼지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본다.
(물을 조금 뿌리고 했더니 더 잘되었
다. 빗자루에 스타킹을 씌웠더니 먼
지가 날라가지 않고 잘 쓸렸다. 등의
아이디어가 있었음)
‣ppt 5

Tip!

집진기의 원리 또한 이러한 원리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정도로 간단하게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정
전기 유도현상은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문질
렀을 때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물질을 소개하는 정도
로 제시한다.

‘

도구를 평가해보고 미세먼지를 예

방할 수 있는 방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발표한
<감성적체험> 다.’
주변의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구상하고
발표하기
(20분)
(1/2차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제품을
상상하여 학생들 앞에서 제품을 설명한다.
Tip!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학생이

각자 알고 있는 원리, 노하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하고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상황제시Ⅱ>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과 관련된

‘동국 이야기Ⅱ’

각종 자료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

제시

으로써 미세먼지 문제가 이대로 지속이 될 경우 우리

(5분)

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활동을 한다.

(2/2차시)

‣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자유롭게
활동지에 그려본다.
‣pp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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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 미세먼지가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미래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요?
-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M

‘미세먼지가 지속된다면?’

‣ 활동지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자료를 해석하되 스마트폰을 이용하

- 조별로 미세먼지에 관한 통계 자료를 해석하여

여 더욱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

예측해 본다.
Tip!

자료를 해석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어

<창의적 설계>

느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현재의

다양하게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

우리나라 실태

‣ppt 7

다.

분석 및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미래의 모습
예측하기
(20분)
(2/2차시)
-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방법에 대하여 이해한다.
-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지어 조별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안을 토의한다.
<감성적 체험>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고
지속가능한

●
M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이해한다. 주어진 자료와 예
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여 발표한다.

발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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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8

토의, 발표
(20분)
(2/2차시)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집중과
끈기

감성적
체험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성

창의적
설계

우수(A)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보통(B)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으나 끈기가 부족함

미흡(C)
있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가 부족함

끈기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
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해결방안
및 계획

통계자료 해석 능력이 우
수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함.

통계자료 해석은 하였으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파악
함.

통계자료를 해석이 부족함.

문제해결
과정

통계자료와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논리적이
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
을 제시함.

통계자료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논리적이지
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논리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함.

산출물
도출

제작한
먼지제거도구에
융합적 사고가 잘 나타남

제작한 먼지제거도구에 융
합적 사고가 부분적으로
나타남

제작한 먼지제거도구에 융합
적 사고가 나타나지 못함

총평

▢ 평가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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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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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총평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 가
평가영역
감성적

자기
평가

체험
창의적
설계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평가기준

상

중

하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실생활에 유용한 먼지제거 도구를 제작하였는가?
◆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냈는가?
◆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이 실현가능하고 좋은 방법인
가?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
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
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
기오염물질이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P M  ), 지름이 2.5㎛ 이하
( P M  )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NO  ), 암모늄( NH  ), 황산염( SO   )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carbon compounds), 금속(elements)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직
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
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P M  환경기준 설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6)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 [微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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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미세먼지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오염물질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환경과학원이 2000년대 이후부터 10년간 함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염물질의 30~50%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결론 내려졌다.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70%가량(중국통계연보, 2011)으로, 특히 석탄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이 서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우리나
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함께 혼합ㆍ축적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스모그는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 안개와 미세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안개가 낀 것처럼 대기가 뿌옇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 [微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 황사와의 차이점
황사나 스모그 둘다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쳐, 황사나 스모그의 고농도 발생 시 시정(visibility)
을 악화시켜 대기가 뿌옇게 보이고,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황사가 중
국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높은 대기로 불어 올라간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이동해 지
상으로 떨어지는 자연현상인 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ㆍ공장ㆍ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
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 [微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
투하기에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
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유병률 관련 연구결과 ’06, 국립환경과학원·연세대
- (PM2.5) 농도가 36∼50㎍/㎥ 경우 급성 폐질환 유병률 10% 증가, 51∼80㎍/㎥ 경우, 만성천식
10% 증가 유발
- (PM10) 농도가 120∼200㎍/㎥경우 일반인의 만성천식 유병률 10% 증가 201∼300㎍/㎥의 경
우 급성천식 유병률 10% 증가 등
• 사망률 관련 연구결과 ’09, 국립환경과학원·인하대
- (PM2.5) 서울 PM2.5 농도가 평상시 보다 10㎍/㎥ 증가하면 일별 조기사망률이 0.8% 증가,
노인(65세이상) 등 민감집단의 사망률은 1.1% 증가 추정
- (PM10) 서울의 10㎍/㎥ 증가당 일별 조기사망률이 0.3% 증가, 노인(65세 이상) 등 민감 집단
의 사망률은 0.4% 증가 추정
[출처 :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브로셔 http://www.airkore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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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진기(공기청정기 원리)
동영상 자료 활용
[출처] 에듀넷
http://down.edunet4u.net/KEDABA/cyber_201003/07_mid1/04_sci/cyber00_64_mid10/index.html

▸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
[출처] ebsi 5분 사/과탐 물리 16강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 (다운로드 가능)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5MiSocSciSrchBankLst.ebs?targetCode=D300

▸ 2012년 월별 미세먼지 현황(서울)
[출처] 에어코리아>대기오염통계>시도별자료조회
http://www.airkorea.or.kr/airkorea/file/main.jsp?action=data&sub=offer&leftShow=deciData

▸ 2012년 11월 말 수도권 황사 현황
[출처] 에어코리아>대기오염배움터>황사종합보고서 2012.11.28.-11.29.pdf 자료
http://www.airkorea.or.kr/airkorea/study/main.jsp?action=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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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연도별 미세먼지 (PM ) 농도
[출처] 에어코리아>대기오염배움터>미세먼지 브로셔.pdf 자료
http://www.airkorea.or.kr/airkorea/study/main.jsp?action=pds

▸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석탄 사용량과 중국의 석탄 사용량
출처 : http://blog.naver.com/kmjun16?Redirect=Log&logNo=801855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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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빈 외 5인, 2011, 고등학교 생명 과학Ⅰ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 집진기(공기청정기 원리)
동영상 자료 활용
[출처 에듀넷
http://down.edunet4u.net/KEDABA/cyber_201003/07_mid1/04_sci/cyber00_64_mid10/index.html
▸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
[출처 ebsi 5분 사/과탐 물리 16강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5MiSocSciSrchBankLst.ebs?targetCode=D300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출처 :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브로셔 http://www.airkorea.or.kr/ ]
▸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뉴스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98912
▸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292068
▸ 방독면 쓰고 마라톤 하는 중국의 모습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44973_134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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