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의 활력징후 측정하기

 프로그램 개괄

들어가며

그림.1 응급실 내부(좌, 광주 첨단병원)와 활력징후 측정 모니터 스크린(우)

위의 사진은 병원 응급실의 모습이다. 우리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면, 의사
나 간호사들은 우리의 몸 상태를 비파괴적인 방법 (Non-invasive method) 으로
알아보아 몸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 안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경우 위의 사진처럼 환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어떻게 우리의 몸 상태를 측정할 수 있을까?
이 단원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바이오포토닉스(Biophotonics)가 활
용된 대표적 의료기기 두 종(체온스캐너와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을 사용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어떻게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인체 내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있
는지 체험해 보고 더 나아가 이들 기기를 활용하여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모으
고 분석하여 세운 가설을 검증하는 일련의 ‘과학적 방법’을 따라 해 봄으로서 과
학연구의 기본적 과정을 체험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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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활동 1] 활력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1.활력징후가 무엇일까? 사람의 생명활동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는 징후는 어떤 것이 있는가?

2.맥박은 무엇인가.

3.호흡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숨을 쉬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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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간은 항온동물이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5.인간의 정상체온은 36.5℃ 이다. 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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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활력징후를 측정해보자.
« 산소포화도/맥박 측정기의 빨간 불빛이 보이는 곳(A)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B)
집게손가락 손톱 쪽이 가도록 삽입한 후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측정화면이 나
타나며 약 5초 후 측정 결과를 볼 수 있다(C). 측정이 완료되면 모니터에 산
소포화도, 맥박 수, 맥박그래프가 표시된다.

그림.2 산소포화도/ 맥박측정기 사용방법

① 산소포화도/맥박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해 보자. 실험노트에 측정기일련번호
와 측정값을 기록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측정기를 서로 교환하여 다시 측정
해 보고 같은 방법으로 실험노트에 기록한다.
※주의 사항
측정 중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측정 중 전원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180° 반대반향으로
표시된다.

« 체온스캐너의 측정버튼(ON)을 누르면 이마모양

의 모드가 액정화면에 나타

나면 이마의 중앙으로부터 약 2-3 cm 떨어져 측정버튼을 누른 후 “삐릭” 소
리가 날 때까지 체온스캐너와 이마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림.3 체온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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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온 스캐너를 사용하여 서로의 체온을 이마에서 측정해보자. 측정기기의 일련
번호와 측정값을 실험노트에 기록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측정기를 서로 교환
하여 다시 측정해 보고 같은 방법으로 실험노트에 기록한다
※주의 사항
측정 중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각각의 측정기로 적어도 3회씩 측정하고 그 측정

. 값을 기록한다.

[활동 3] 측정값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보자.
① 측정: 각 조에서 체온 스캐너와

산소포호도/맥박 측정기를 사용하여 조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해 보자. 실험노트에 데이터를 기록할 표를 먼저 그려서 조원들의
데이터를 쉽고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② 기록: 실험노트에 기기들을 사용하며, 관찰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똑
같은 부위를 3회 측정한다. 측정하는 사람을 바꾸어 측정 한다.
★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측정값에 어떤 특징이나 패턴이 보이는가?
측정하는 사람을 바꾸어 측정했을 때 측정값에 차이가 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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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실험노트에 기록한다.
측정값에 어떤 특징이나 패턴이 보이는가?.

측정하는 사람을 바꾸어 측정했을 때 측정값에 차이가 나는가?

④ 그림 그리기/사진 찍기: 사용한 기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험노트에 직접 스
케치하거나 사진을 찍어 부착한다. 사용한 기기들이 빛과 연관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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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모델을 활용하여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보자.
«

원리 모델 만들기: 측정에 사용된 각각의 기기들의 작동 원리를 상상해 보자. 조
원들과 서로 토론하여, 각 조에 배당된 칠판에 서로의 아이디어를 간단한 그림과
함께 모델을 만들어 설명해보자.
1.빛을 성질을 이용하여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작동
할까?

2. 체온스캐너는 어떻게 몸에 닿지 않고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체온을 측정
할 수 있을까?

« 생각나누기: 각 조에서 만든 원리 모델을 서로 다른 조에게 설명해보자.
«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보기: 각 조별로 준비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
넷에서 각각의 기기들의 작동원리에 대해 찾아보자. 그리고 찾은 정보들을 바
탕으로

각 조에서 만든 원리모델을 수정, 보완해보자. 수정된 부분은 컬러 펜

으로 노트북에 표시한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 중에서 모델을 수정하는 데
사용된 정보는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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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상으로 시작한 작동 원리 모델을
수정해보자. 그리고 완성된 원리모델을 발표해보자.

[활동 5] 과학적 방법 체험하기
① 각각의 기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통해 테스트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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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가설을 실험하기 위한 물품 및 조건들을 실험노트에 적어보자.

③ ‘과학적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해 토론해보자.

④ 가설과 실험방법, 실험순서, 안정성에 대해 자세히 실험 노트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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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증 받은 가설 및 실험방법은 실험 및 측정을 진행한다. 실험이 끝난 학생들은
실험리포트를 자세히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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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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