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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1.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한(韓)문화의 4개 영역인 <한식>, <한옥>, <한지>를 주제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평가 자료를 개발하였다. STEAM 교육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합
한 소재 선정이 중요하다. 생활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전통문화는 생활 사례에서 과학적 원리를
탐구한다는 STEAM 교육의 학습 원리에 적합한 소재이다. 이에 따라 한(韓)문화의 4개 영역인 <한
식>, <한옥>, <한지>를 소재로 선정했는데, 교육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중학교 1,2,3학
년용 총 15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식 프로그램은 비빔밥의 우수성(영양과 예술성), 비빔밥의 놋그릇(방짜유기)의 과학성,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 창의적인 비빔밥 만들기 등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구성 내용 및 차시를 초등에서 중학교
로 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개선하였다.
한지 프로그램은 총 6 차시로 1 차시 한지를 알지(역사적 이해), 2~3 차시 한지를 알지(과학적 이해)
한지의 특성 찾기-산과 염기, 구조적 특징 등에 대한 이해 및 체험(현장체험활동 또는 탐구활동), 4~5
차시 한지를 만들지-한지를 활용한 한지샌들 제작(적용하기)을 실시하였다. 이때 학교에서 팀별활동
으로 대회형식으로 진행하였다. 6 차시 한지를 경험하지(한지샌들신고 뛰기)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만든 샌들을 신고 뛰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점을 파악하고, 경험하도록 하였다.
한옥 프로그램은 전통온돌, 처마, 대청마루의 과학적 비밀과 우수성을 알고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
하기 등 한옥의 우수성과 지혜를 학생들과 함께 찾아보고 자연을 이용한 난방으로 자원 사용을 줄이
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설계해 보도록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다
양한 STEAM 수업이 적용되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모든 국가와 사회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각 문화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으며 각 민족은 자신들의 문화를
살리고 이에 기초하여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우수한 성취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이해시키고 새로운 전통문화를 재창출하도록 하는 문화교육
이 필요하다.
여기에 2015 개정교육과정과 더불어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을 대비하기 위해
서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위주의 STEAM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
영하여 우리 <전통과학회>에서는 올해 <전통문화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STEAM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STEAM 자료를 개발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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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연구의 목적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을 개발에만 집중하여 가장 중요한 현장적용에 효과적인지를 생각하지 못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현장적용 효과(태도와 만족도)를 집중 검증한다.
따라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과 평가 자료를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연구의 범위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과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자유스럽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리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과 융합
형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전통문화』라는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 그
전통문화 중에서 <과학과 융합이 가능한 것>을 찾아내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중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한 과학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을 거쳐서 <전통문화와 과학을 타교과와 융합하는 작업>을
끝으로 본 연구는 진행할 것이다. 특히 전통문화 중에서『한(韓)문화의 핵심인 한(韓)지, 한(韓)옥, 한
(韓)식』을 본 연구의 범위로 삼고자 한다. 전통과학 중에서 중학교 과학과에 활용 가능한 것을 찾고,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정리하고 전통문화와 여러 교과를 융합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연구 추진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추진 내용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전통문화를 찾아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한다. 특히 현장체
험학습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즐겨가면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찾고 또한 분석한다.
(1) 연구 추진 내용
2017년에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한(韓)문화의 4개 영역인 <한식>, <한옥>, <한지>, <한방>
을 주제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평가 자료를 개발한다.
현장체험학습용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교과에서 내용을 다룬 후에(상황제시)
현장체험을 통해서 활동 위주로 학생 활동지를 개발한다(감성적 체험). 그리고 교과에서 마지막
내용 점검 및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활용성 및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 등을 생각하게 하는 창의
적 설계를 통해서 성공적 경험을 맞볼 수 있도록 한다.
(예시) 한지 : ①사회과(역사과)에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상황제시를 교육한다. 또한 감성적 체험
도 사회과(역사과) 관점에서 현장체험 활동지를 개발한다.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에 한지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 창의적 설계를 통해서 사회적(역사적)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사회(역사)를 대비
하는 성공적 경험을 하도록 한다. ②기술과에서도 한지를 다양한 활용 방법 대한 상황제시를 교육
한다. 이어서 현장체험시간에는 감성적 체험을 기술과 관점에서 실시하도록 활동지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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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한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창의적 설계를 하도록 하여
성공적 경험을 맞볼 수 있도록 한다. ③과학과에서는 한지에 대한 상황제시를 교육한 후 한지박물
관 등 현장체험활동을 통해서 과학적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활동지를 개발한다.
과학과에서도 한지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 설계를 해보고,
이러한 창의적 설계를 바탕으로 직접 설계한 것을 만들어서 활용해보는 모형을 통해서 성공적 경
험을 경험하도록 한다.
(2) 프로그램 적용 대상, 시기, 방법, 수혜학생 수
1) 적용 대상 : 중학교 1, 2, 3학년
2) 적용 시기

추진 일정

일정
추진 내용

4월

기초자료 수집

♥

자료분석 및 비교

♥

5∼6월

7~8월

♥

♥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수학습자료 적용

9월

♥

10월

11월

♥

교수학습자료수정·보완

♥

컨설팅

♥

보고서 작성·결과 발표

♥

3) 적용 방법 : 정규 수업 시간과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시간 활용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주제 통합수업으로 운영
4) 수혜학생 수 : 100명(정읍중, 완주중, 김제여중, 복흥중, 전일고)
(3) STEAM 협의체와 교사 네트워크(공개수업 등) 활동
(가) 융합인재교육(STEAM) 연수 및 워크숍 참여
1) 융합인재교육(STEAM) 입문연수 참가(http://eti.kofac.re.kr/)
2) 융합인재교육(STEAM) 심화연수 참가
3) 전통교과연구회 워크숍 개최
4) STEAM 교육 7월 세미나 및 협의회
5) STEAM 교육 9월 STEAM 워크숍 참여
(나) 융합인재교육(STEAM) 공개수업 참여
1) STEAM 교육 현장 컨설팅 운영 담당자 협의회 및 공개수업 참여(10월)
2) STEAM 교육 현장 공개수업 참여(11월 24일) : 전일고 유효종

- 3 -

나. 연구 결과
1) STEAM 태도 검사
가) “나는 과학 관련 책이나 글 읽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표-1>과 같다.

<표-1> 나는 과학 관련 책이나 글 읽는 것이 좋다.
유형

N=47
매우 그렇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전

16

18

13

0

사후

15

29

2

1

시기

않다

60
50
40
30
20
10
0

사전
사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결과 과학 관련 책이나 글에 읽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34/47(72%)에서 44/47(94%)로 매우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STEAM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과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과학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과 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보인다.
나) “나는 친구들과 논리적으로 토론하였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표-2>와 같다.

<표-2> 나는 친구들과 논리적으로 토론하였다.
유형

N=47
매우 그렇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전

18

20

7

2

사후

19

23

5

0

시기

60
50
40
30
20
10
0

않다

사전
사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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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결과 친구들과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38/47(81%)에서 42/47(89%)로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9/47(19%)에서 5/47(11%)로 감소하였다.
이는 토론을 할 때 과학적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대화를 나누던 태도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
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 “수학은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3>와 같다.

<표-3> 수학은 다른 과목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형

N=47
매우 그렇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전

16

18

13

0

사후

15

29

2

1

시기

않다

60
50
40
30
20
10
0

사전
사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결과 수학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에 긍정
적인 답변은 34/47(72%)에서 44.47(94%)로 증가하였고 이는 과학적인 문제 풀이에는 수학이 필요하
고 또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다른 과목 공부에도 필요함을 느낀 결과로 보인다.
라) “과학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4>과 같다.

<표-4> 과학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형

N=47
매우 그렇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전

17

20

7

3

사후

19

23

4

1

시기

60
50
40
30
20
10
0

않다

사전
사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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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결과 ‘과학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부정적인 답변은 10(21%)에서 5/47(11%)로 감소하였고 긍정적인 응답은 37/47(79%)에서
44/47(94%)로 증가하였다. STEAM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학생들은 과학이 다른 과목과 많이 연계가
되며 서로 협력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결과로 보인다.

2) 과학 흥미도
가) “나는 과학 수업이 재미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5>과 같다.

<표-5> 나는 과학 수업이 재미있다.
유형

N=47
매우 그렇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전

15

28

3

1

사후

12

33

1

1

시기

60
50
40
30
20
10
0

않다

사전
사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결과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긍정적인
응답이 43/47(91%)에서 45/47(96%)로 큰 변화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
음을 알 수 있고 부정적인 응답은 4/47(9%)에서 2/47(2%)로 조금 감소하였다. 이는 STEAM 프로그램
진행 후 과학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나) “수학 관련 직업을 갖는 것은 멋진 일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 수학 관련 직업을 갖는 것은 멋진 일이다.
유형

N=47
매우 그렇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전

15

22

10

0

사후

15

24

3

5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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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60
50
40
30
20
10
0

사전
사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수학 관련 직업에 대한 기대감과 흥미도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10/47(21%)에서 8/47(17%)로 약간 감소하였고 긍정적인 응답에는 큰 변화는 없다. 수학 관련 직업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증가한 이유는 생각을 깊게 해야 하고 계산이 좀 어려워
지면서 부정적인 응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 “과학 관련 직업을 갖는 것은 멋진 일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7>와 같다.

<표-7> 과학 관련 직업을 갖는 것은 멋진 일이다.
유형

N=47
매우 그렇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전

10

21

10

6

사후

25

12

6

4

시기

60
50
40
30
20

않다

사전
사후

10
0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결과 과학관련 직업에 관한 흥미도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16/47(
34%)에서 10/47(21%)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STEAM 수업을 진행하면서 과학 관련 직업에 대
한 관심과 흥미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감소한 것은
과학 연구에 대한 인내심, 끈기 등이 필요함을 알게 되면서 조금 움츠러드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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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1)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STEAM교육 주제로 사용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의 가치
를 높이고 또한 전통문화를 보다 친근하고 복합적인 문화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통문
화와 STEAM교육의 연결로 다양한 융합인재교육의 소재를 찾는데 기여하였다.
2) STEAM교육에 우리 전통 한(韓)문화인 한식, 한옥, 한지를 도입해봄으로써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우리 학생들에게 생각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교육현장에서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여러 측면의 의미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융합인재(STEAM)교육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3) 융합교육의 소재로서 전통문화인 한(韓)문화의 가지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예술․융합형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나. 제언
1) 너무 새로운 것만을 찾아서 외국의 사례를 찾아서 소개하는 식의 STEAM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
다. 차라리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 과학, 기술, 수학, 예술을 찾아보고 융합하는 습관을 형성해주는 것
이 올바른 STEAM이 아닌가 생각한다.
2) 중등 역사교육 교육과정을 연대기적 통사 구조에서 주제사 중심의 구조로 전환시켜 역사와 과학이
결합된 유용한 시도를 STEAM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키워주는 것은 STEAM 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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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현장적용 결과 요약

<STEAM 프로그램(수업) 현장적용 요약>
구분

STEAM
프로그램명

적용 학교명

적용
학년

완주중

1

정읍중

2

복흥중

적용 교과(시수)
과학(3)+미술(2)+사

적용 기간

수혜
학생 수

5.19~11.10

30

과학(3)+사회(3)

5.19~11.10

27

2

자유학기제(6)

5.19~11.10

20

김제여중

2

기가(3)+창체(2)

5.19~11.10

25

완주중

1

5.19~11.10

30

정읍중

2

자유학기제(5)

5.19~11.10

27

복흥중

2

자유학기제(6)

5.19~11.10

20

김제여중

2

기가(3)+창체(2)

5.19~11.10

25

전일고

1,2,3

5.8~11.24

150

고산중

3

자유학기제(10)

7.24~7.28

15

금산중

1,2

창체(3)

7.22

15

김제여중

2

과학(3)+창체(2)

5.19.~11.10

25

회(3)

개선 비비GO~ 알리GO~

개발

개발

한옥(韓屋)에서
제대로 살아봤니?

한지를 알지!
만들지! 경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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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3)+미술(2)+
사회(3)

과학(3)+물리(3)+창
체(3)

[부록2] 학생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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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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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진-전통 온돌 제작 및 열의 이동방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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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진-모래와 이끼 흙의 비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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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성찰일지
1. 프로그램 1
차
시

수업내용

교사

일자

성찰 일지
한벽문화관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전통 비
빔밥을 만들어 보고, 식사도 하고, 설거지까
지 체험을 해 봄으로써, 비빔밥의 재료와

1

비빔밥 만들기 체험

황운기

9.26

맛과 영양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
다. 학생들이 너무나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
을 보고 비용은 많이 지불했지만, 체험하기
를 잘 했다는 생각을 했다.
비누 재질의 소규모 공예를 이용하여 ‘나만
의 창의적인 비빔밥’을 만들어 보고,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해 보

2

창의적인 비빔밥 만들기

황운기

10.24

는 뜻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단점 보다는 상
대방의 장점과 우수한 점을 말하게 함으로
써 자신만의 창의적인 비빔밥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었다.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한옥의 구조를 체험해 보면서, 우리 한옥의

3

한옥 마을 체험

신후남

9.28

우수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
생들의 한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전통온돌을 제작하면서 온돌의 구조와 열
전달에 대해 이해하게 하였고 처마의 모양,
4

한옥의 과학적 아름다움

신후남

10.10-

한옥의 배치, 마당, 대청마루 등을 과학적

10.20

원리로 이해하게 되자 한옥의 예술적 아름
다움뿐 아니라 과학적 아름다움도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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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2
차
시

수업내용

교사

일자

성찰 일지
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역사적인 관
점에서 접근하였다. 한지가 우리 일상생활

1

한지를 알지!
- 한지의 모든 것

유효종

5. 10

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한지를 활
용한 공예품이나 문화재가 무엇인지 살펴보
았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지를 살펴보았다.
한지의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으
로 어떤 우수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적
인 종이, 신문지와 비교하여 한지가 가지는
구조적 성질을 알아보았다. SEM 장비가 학

한지를 알지!
2

- 한지의 산과 염기
(한지 꽃 제작)

유효종

5. 17
10.25

교에 없어 과학고에 의뢰하여 A4와 한지 사
진을 찍고, 비교하였다. 섬유질 성분으로 좀
더 질기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한지를 제작
할 때 잿물을 사용하여 염기성 성질을 띠고
있음을 알게 하였고, 지시약을 활용하여 한
지에 산성과 염기성을 뿌리고 예술적인 감
각을 보여주는 한지 꽃을 제작하였다.
한지 화석모형 제작에서 한지를 잘게 부수
는 활동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최종적
으로 한지를 물에 불리고 난 다음 믹서를 활
용하여 고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지가 상
당히 질겨서 믹서가 두번 정도 망가져 새로

3~

한지를 만들지!

4

- 한지 화석모형 만들기

유효종

7.

운 믹서로 교체하였다. 한지 화석은 물기를

26~28.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수건
등을 활용하여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화
석이 잘 만들어진다. 학생들이 화석 틀에 넣
고 압력을 가하면서 화석모형을 만들 때 온
힘을 다해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협동심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지의 특성 및 과학적 원리를 찾으면서 한
지 샌들을 팀별로 만들어 보면서 창의력이

5~
6

한지를 만들지! 한지를
경험하지!

많이 생기고, 협동심과 제한된 조건에서 팀
유효종

5.24

- 한지샌들 제작

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m 달
리기 활동에서 팀에서 제작한 샌들을 신고
10초 이내에 골인지점을 통과하면서 성취감
을 느끼고, 모두가 축제의 장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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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교사 의견
순

교사

교사 의견
참 즐거운 작업이었다. 우리 한옥을 소재로 하여 미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과학
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과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더

1

신후남

욱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함께 수업을 하는 아이들도 매우 즐거워하였다.
또한 우리 전통과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된 것도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다.

한지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 한지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예술적, 공학적, 과학적
수업의 도구로 적용하였다. 특히 전주가 한지의 고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한지체험
과 한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좀 더 친근한 소재로 경험할 수 있었다. 창의적인
한지 샌들을 제작하면서 샌들의 모양과 기능성을 고안하면서 신발에 대한 이해와
2

유효종

한지를 접목해볼 수 있었고, 제작된 한지샌들을 신고 정해진 미션을 해결하는 과
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팀웍도 기르고 신나게 수업(활동-과학축제)에 참여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 좀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과학축전을 통해 학교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 한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전주의 특색을 적용한 다양한 수업을 제시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업이었다.

비빔밥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을 통해 비빔밥의 재료와 맛과 영양을 몸
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너무나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
3

황운기

았고, 커리켈쳐 공예를 이용한 ‘나만의 창의적인 비빔밥’을 만들어 보고, 자신이 만
든 작품에 대해 자신 있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한 모둠별로 진행한 UCC 경연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
한 창의적인 표현을 표출하는 뜻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처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융합인재교육(STEAM)
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비
4

김지영

빔밥 체험 활동과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UCC 발표대회와 같은 살아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모두 재미있게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STEAM
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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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자체평가 결과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결과

STEAM 교사연구회
목표 및 계획 수립

1. STEAM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진취성
2. STEAM 범위 및 내용의 명확성

- STEAM 목표를 정확히 이
해하려고, 워크숍 및 다양
한 활동을 진행함
- 매월 1회이상 토의 및 토
론 활동 진행 및 개발자료
수정 보완
- 명확한 수업을 위한 범위
설정 활동 지속 전개
- 교사 워크숍 진행 및 개발
자료 분석

STEAM 교사연구회
추진 전략 및 방법

- 3개 프로그램을 영역별
활동 구분(업무 분장 철저
하게 진행)
1.추진방법의 차별성, 혁신성
- 추진일정 조율 및 프로그
2.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램 진행사항을 밴드 및 카
3.업무 분장 및 일정관리의 합리성
페 활용 제시
4.사업 목표의 달성 가능성
- SNS 및 업무메신져 활용
정보공유
- 중간보고회 및 최종발표
회 참가

STEAM 교사연구회
사업성과의 확산

- 현장과학회 활동 및 수석
교사 수업 공개발표 활동
1. 연구 성과의 학술적 활용 및 확
을 통해 STEAM 사업 성
산 방안
과 공유 및 확산 활동 실
2. 사업 홍보 및 대중적 이해 제고
시
방안
- 전북지역 선생님들과 수
업공개를 통한 STEAM 수
업나눔 활동 전개

STEAM 교사연구회
인력 및 예산

- 참여인력의 적절한 배치
1. 사업 책임자의 역량 및 전문성
로 꾸준하게 사업진행
2.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적절한 예산 활용으로 원
3. 소요 예산 산출 및 집행계획의
활한 연구회 활동 진행 노
적정성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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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협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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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업지도안
주제 1

비빔밥의 우수성과 세계화 방안 탐구(비비GO~ 알리Go~)

1. 프로그램 개요
비빔밥의 우수성과 세계화 방안 탐구
(비비GO~ 알리GO~)

주제

학습
목표

STEA
M
요소

내용
목표
과정
목표

관련교과

•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영양적, 예술적, 과학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비빔밥 레시피를 고안하고, 홍보자료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 레시피에 따라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잘 된 점과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다.
• 오방색을 이용한 창의적인 비빔밥을 만들 수 있다.
•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비빔밥 고안할 수 있다.
• 비빔밥을 세계화 할 수 있는 홍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S

한식의 그릇에 담긴 과학적 원리 탐구하기

T

모둠별로 구상한 비빔밥 만들기 및 홍보 자료 제작하기

E

비빔밥을 세계화하기 위한 방안 설계하기

A

비빔밥의 오방색을 활용한 창의적인 비빔밥 만들기

M

비빔밥과 햄버거의 영양소 및 열량 비교하기

개발 의도

중학교 1학년
과학, 기술가정, 사회, 미술, 국어

학생들이 우리 전통 음식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영양학적 우수성을 찾아보고 이를 발전시켜 전통음
식의 세계화 방안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이유를 추리해 보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대표하는 비빔밥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이해한다. 더 나아가 비빔밥의 예술성을 우리나라 전통 색깔인 오방색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비빔밥이
담긴 그릇의 특징을 통하여 열전달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함께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모둠별로 우리 전통 음식의
세계화 방안을 탐구해 보도록 구성하여, 우리 전통 음식의 영양학적, 예술적, 과학적 우수성을 살리면서 더 나아가
세계인의 입맛을 고려한 재료를 이용한 비빔밥을 모둠별로 구상해보도록 함으로써 전통 음식의 세계화 방안을 찾아보고,
향후 직업 및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지도록 계획하였다. 미술과와 연계하여 모둠별로 구상한 비빔밥의 우수성과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세계인에게 비빔밥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생각해보도록 구성하였고, 구상한 비빔밥을
모둠별로 직접 만들어 보도록 계획하였다. 한식의 영양학적, 예술적 우수성을 살리는 재료를 이용하여 비빔밥을 만든 후,
반 친구들에게 홍보자료와 함께 소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각 모둠의 개성 있는 비빔밥을 살펴보고, 그 우수성을
탐색하도록 계획하였다.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과 앞서 만든 홍보자료로 소개하는 과정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UCC 동영상을 제작해 봄으로써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비빔밥을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우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통하여 우리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내면화 하도록 계획하였다.

STEA
M
준거

상황
제시

• 우리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인
지하고, 그 이유 추리하기
• 비빔밥에 담긴 예술성을 오방색과 관련지어 이해하기
• 한식의 그릇에 담긴 과학적 원리 이해하기

창의
적
설계

• 비빔밥의 영양소와 예술성을 살리면서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비빔밥 구상하기
• 만든 비빔밥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UCC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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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적
체험

• 모둠별로 구상한 비빔밥
을 만들어 먹고, 평가하
기

2. 교육과정
차시

1

과목

과학

교육과정 성취기준
2015 개정 [9과12-02]
음식물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전통음식과 패스트푸드의
우수한 점을 영양소와 열량
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
다.

2015 개정 [9과15-02]
과학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온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2015 개정 [9미02-05]

2~3
미술

 오방색의 상징성과 식재료
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방짜 유기의 과학적 우수한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수 있다.

기술
가정
4~5
과학

2015 개정 [9기가02-01]
 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 식
모둠별로 UCC로 제작하여
발표할 수 있다.
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행동을 평가한다.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듣
2015 개정 [9과12-02]
고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음식물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슈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 2004> 동영상 시청하고 패스트푸드만으로 살 수

Co

1차시

우리 전통한식(비빔밥)과 패스트푸드(햄버거 세트)의 대결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자.
Co

(동영상 시청 후) 왜 대다수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먹는지 추측해보자.

CD

햄버거와 비빔밥에 포함된 영양소와 열량(칼로리) 알아보기

<슈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 2004, 미국> 동영상을 구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사)환경정의 윤광용 간사의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하다.
Tip!

소주제
Co

2~3
차시

비빔밥의 오방색과 방짜유기에 숨은 과학은?

KBS 한국 방송 [한국의 유산 162회 '오방색']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리 전통 음식

(비빔밥)에 담긴 영양학적, 예술적, 과학적 우수성을 찾아보자.
CD

오방색의 의미를 찾아보고, 각 재료의 색깔 안에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해

봅시다.
CD

오방색을 활용한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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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그릇 – 방짜’동영상(KBS)을 보고 방짜유기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자.

Co
CD

실험을 통해 스테인리스나 사기그릇에 비해 방짜유기의 우수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

CD

방짜유기의 우수성을 이용한 생활에 필요한 발명품을 만들어 발표하기

Tip!

오방색을 활용한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에서 칼라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소주제

나만의 창의적인 비빔밥 만들고 세계화 방안 발표하기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창의적인 비빔밥을 만들고 UCC로 제작하여 발

Co

표해보자(미션 과제 수행)
4~5

Tip!

한식과 서양식을 접목하여 외국인의 입맛에 잘 맞고 좋아 할 수 있는 비빔밥의 세계화

차시 를 꾀한다.
CD

ET

모둠별 평가 후 보완된 새로운 아이디어 구안하기

ET
Tip!

모둠별 발표시 다른 모둠의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평가해 보자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높이기 위해, 비빔밥 세계화 사업단의 계발 사례를 미리 보

여주어 사고의 확장을 넓힌다.
4. 학생 평가계획
번
호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1

비빔밥의 우수성 이해

동료 평가

활동지

형성
평가

2

방짜유기의 과학적 이해

교사 평가

활동지

3

창의적인 비빔밥 만들기

동료 및
교사평가

창의적 비빔밥 만들기

총괄
평가

1

비빔밥 세계화 방안 홍보
UCC 동영상 제작

동료 및
교사평가

홍보 UCC 제작 및 발표

구분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형성
평가
총괄
평가

번
호

평가도구

1

활동지

2

활동지

3

창의적 비빔밥 만들기

1

홍보 UCC 제작 및 발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한식의 과학적 우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실험
설계를 잘함. 또한 개성있는 창의적인 비빔밥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설득력 있게 발표를 잘함.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홍보
UCC 를 제작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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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소주제 우리 전통한식(비빔밥)과 패스트푸드(햄버거 세트)의 대결

차시

1/5차시

과목 중학교 1학년
(단원) 과학(소화와 순환), 기술가정(건강한 식생활의 실천 )
교육
[9과12-02] 음식물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과정
• 패스트푸드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 음식물의 영양소를 구분할 수 있고 열량을 구할 수 있다.
목표
• 전통음식과 패스트푸드의 우수한 점을 영양소와 열량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준비물

<슈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 2004, 미국> 라는 영화는 하루 세끼를

패스트푸드만 먹고 한 달 동안 지내며 몸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관찰한 다큐멘
도입
터리를 감상하고, 우리도 패스트푸드만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각자의 생각
(5분)
을
말해보자.
(동영상:

동영상

http://tv.kakao.com/channel/2668797/cliplink/301603885)
<활동 1> 우리 전통한식(비빔밥)과 패스트푸드(햄버거 세트)의 대결
CD

햄버거와 비빔밥에 포함된 영양소와 열량(칼로리) 알아보기

Co

왜 대다수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먹는지 추측해보자.

 우리가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와 칼로리가 얼마
전개
학생활동지
인지 알아보자.
(30분)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 중 5가지를 선택하여 영양소와 칼로리가 얼마
인지 알아보자.
 위의 결과를 통하여 비빔밥과 햄버거 중 어느 음식이 우수한지 발표
해 보자.

정리
(10분)

CD

 비빔밥과 햄버거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 비교하기

CD

 비빔밥과 햄버거에 포함되어 있는 열량 비교하기

 비빔밥과 햄버거의 영양소와 열량을 비교하여 우수한 점 정리하기

지도상 Tip! <슈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 2004, 미국> 동영상을 구하지 못할 경우,
유의점 우리나라 (사)환경정의 윤광용 간사의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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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비빔밥의 오방색과 방짜유기에 숨은 과학은?

차시

2-3/5차시

과목 중학교 3학년
(단원) 과학(열과 우리 생활), 미술(아름답게 꾸미기)
[9과15-02]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온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
교육
할 수 있다.
과정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 오방색의 상징성과 식재료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학습
• 방짜 유기의 과학적 우수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 방짜 유기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과정
Co
KBS 한국 방송 [한국의 유산 162회 '오방색']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
도입
리 전통 음식(비빔밥)에 담긴 영양학적, 예술적, 과학적 우수성을 찾아보자. 또한
(5분)
‘생명의 그릇 방짜’ 동영상을 보고 방짜유기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자.

동영상

<활동 1> 우리 전통한식(비빔밥)의 오방색에 숨은 과학 찾기
CD

오방색의 의미를 찾아보고, 각 재료의 색깔 안에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해 봅시다.
 우리 전통 음식(비빔밥)에 담긴 영양학적, 예술적, 과학적 우수성을 찾아
보자.
 오방색을 활용한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해 보자.
전개
(30분) <활동 2> 우리 전통그릇(방짜유기)에 숨은 과학 찾기
 비빔밥을 담을 때 사용하는 놋그릇의 온도를 76℃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CD

 이 실험을 통해 스테인리스나 사기그릇에 비해 방짜유기의 우수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
CD

 전통 방짜유기의 우수성을 이용한 생활에 필요한 발명품을 만들어

발표해 보자.
 우리 전통 음식(비빔밥)에 담긴 영양학적, 예술적, 과학적 우수성 발표하
기
정리 CD  오방색을 활용한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10분)  비빔밥을 담을 때 사용하는 유기그릇의 우수한 점 발표하기
CD

 방짜유기의 우수성을 이용한 생활에 필요한 발명품을 만들어 발

표하기
지도상 Tip! 오방색을 활용한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에서 칼라코디네이
유의점 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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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소주제 나만의 창의적인 비빔밥 만들고 세계화 방안 발표하기

차시

4-5/5차시

과목 중학교 2학년
(단원) 기술가정(건강한 식생활의 실천), 과학(소화와 순환)
[9기가02-01]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행
동을 평가한다.
교육
과정 [9과12-02] 음식물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지어 설
명할 수 있다.
학습 • 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모둠별로 UCC로 제작하여 발표할 수 있다
목표 •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듣고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말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Co

준비물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창의적인 비빔밥을 만들고 UCC로

도입 제작하여 발표해보자(미션 과제 수행)
(5분) Tip! 한식과 서양식을 접목하여 외국인의 입맛에 잘 맞고 좋아 할 수 있는 비빔

동영상

밥의 세계화를 꾀한다.
<활동 1> 나만의 창의적인 비빔밥 만들기 체험하기
CD

나만의 창의적인 비빔밥 만들기 체험하기

 비빔밥 만들기에 사용한 재료와 그 이유를 이야기 해보자.
 자기가 만든 비빔밥 제작 순서를 사진을 찍어서 UCC로 제작하기.
전개
<활동 2>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 발표하기
학생활동지
(30분)
CD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창의적인 비빔밥을 UCC
로 만들어 발표해보자

<활동 3>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 평가하기
 모둠별 발표시 다른 모둠의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평가해 보자
 만들기 체험 뒷정리하기
정리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 발표하기
(10분) ET  다른 모둠의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평가하기
ET

 모둠별 평가 후 보완된 새로운 아이디어 구안하기

지도상 Tip!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높이기 위해, 비빔밥 세계화 사업단의 계발 사
유의점 례를 미리 보여주어 사고의 확장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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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1차시

학생활동1 우리 전통한식(비빔밥)과 패스트푸드(햄버거 세트)의 대결
<상황 제시>
우리는 패스트푸드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슈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 2004, 미국> 라는 영화는 하루 세끼를 패스트푸드만 먹고 한
달 동안 지내며 몸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관찰한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모거 스퍼록’이라는
감독이 직접 생체 실험에 참여해 활용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체중이 11kg이나 늘었고, 협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뿐만 하니라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음식
을 토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대단히 건강했던 그의 몸이 완전히 망가
진 것이죠. 그럼 우리 전통한식(비빔밥)과 패스트푸드(햄버거 세트) 1인분 속에 포함된 칼로리와
영양소를 비교해 볼까요?
❶ 왜 대다수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먹는지 추측해보자.

❷ 햄버거와 비빔밥에 포함된 영양소와 열량(칼로리) 알아보기
1) 우리가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와 칼로리가 얼마인지 알아보자.
재료

영양소

햄버거

탄,단,지

감자튀김

탄,지,단

핫윙

단,지

프라이드치킨

단,지

칼로리(kcal)

※ <Hint> 스마트폰의 ‘칼로리 어플’을 활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다(칼로리 계산기:
http://bmi.calcevery.me/).
2)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 중 5가지를 선택하여 영양소와 칼로리가 얼마인지 알아보자.
재료

영양소

밥

탄수화물

콩나물

단백질

황포묵

탄수화물

육회(달걀)

단백질

칼로리(kcal)

(단, 탄수화물 1g=4kcal, 지방 1g=9kcal, 단백질 1g=4kcal)
❸ 위의 1), 2)를 통하여 비빔밥과 햄버거 중 어느 음식이 우수한지 발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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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2-3 차시

학생활동1 우리 전통한식(비빔밥)의 오방색과 전통그릇(방짜유기)에 숨은 과학은?
<상황 제시>
KBS 한국 방송 [한국의 유산 162회 '오방색']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다음에 답해보자.
"한 그릇의 소박한 먹거리에, 아이의 순수한 옷차림에, 민족의 삶에 스며든 다섯 빛깔 전통색"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오방색의 각기 다른 식재료를 한 음식에 모두 담아 섭취하곤 했는데,
각 재료가 갖고 있는 색소에 따라 효능과 영양소가 다르므로, 영양학에 대한 지식이 없던 과거에
도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오방색의 음양오행적 사상으로 인해 식재료
간의 음양 조화를 중요시 여기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우리나라 고유
음식문화가 생겨났다. 이는 우리의 식문화가 세계 어느 나라의 식문화와 비교했을 때도 유일무
이하게 하는 아주 절대적인 요소이다.
오방색을 기초로 구성된 한식 밥상 메뉴는 조화(Harmony), 치유(Healing), 장수(Health)라는
테마로 선보여지며, 색의 조화와 한식의 정갈하면서도 절제된 미(美)를 잘 나타내주었다. 시각적
인 아름다움과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한국의 건강 밥상은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
다.
오방색은 각기 다른 색마다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쏠리지 않고 모든
색상이 균형 있게 어우러져 음양의 조화와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해준다. 이제는 단순히 입으
로만 먹는 시대가 아닌, 오감을 모두 충족해 예술적으로 대중에게 어필해야 인정받는 시대이다.
'색'을 활용한 적극적인 ‘시각’ 활용이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방색을 모두 갖춘 한식은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음식의 가장 본질인 맛은 물론, 감각적인 부분까지 결합시켜 한식을 예
술적•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홍보한다면, '한식의 세계화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❶ 오방색의 의미를 찾아보고, 각 재료의 색깔 안에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해 봅시다.
붉은색 음식(심장,소장): 자신감, 진취적 사고, 혈액순환 촉진, 에너지 증진(토마토, 딸기, 고추, 파프리카 – 항산화 효과, 암
억제)/흰색 음식(폐,대장): 청결, 순수(마늘, 양파 – 항암)/검은색 음식(신장,방광):순화, 안정/황색 음식(비장,위): 항산화작용,
나쁜 콜레스테롤 억제/초록색 음식(간,담):혈액순환, 콜레스테롤 농도(↓), 배변작용, 다이어트 효과

❷ 우리 전통 음식(비빔밥)에 담긴 영양학적, 예술적, 과학적 우수성을 찾아보자.
비빔밥은 맛과 영양의 절묘한 조화다. 탄수화물(밥), 단백질(쇠고기, 육회, 계란), 비타민과 미네랄(각종 채소)은 물론
지방(참기름, 들기름)의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또한 혈당지수를 낮추고, 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
다.

❸ 비빔밥에 있어서 맛뿐만 아니라, 오방색을 활용한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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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다음 ‘생명의 그릇 방짜’ 동영상을 보고 방짜유기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자.
1) 생명의 그릇 방짜(1) https://www.youtube.com/watch?v=p2Tea2Ryv-4
2) 생명의 그릇 방짜(2) https://www.youtube.com/watch?v=hCFNQifak-Y
3) 생명의 그릇 방짜(3) https://www.youtube.com/watch?v=riK3C4CTBF0
< 내용 정리 >
▶가장 강력한 독성을 지닌 병원대장균 O-157균 실험
- O-157균은 현재까지 밝혀진 대장균중 가장 강력한 독성을 지닌 균의 한 종류로 500마리만
인체에 들어와도 식중독을 유발하고, 노약자에게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균이다.
O-157균을 배양 실험 결과 스테인리스와 사기 용기에서는 세균이 그대로 살아있었으나 방짜에
서는 모두 박멸이 되었다. 방짜의 살균능력이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방짜는 농약성분 사전에
감지할 뿐 아니라 식중독균을 사멸시키기도 한다.
▶깻잎실험
- 농약을 사용한 깻잎은 방짜유기 그릇에 24시간 담은 후 자리가 심하게 탈색되었지만, 유기농
깻잎을 담은 방짜유기에서는 24시간 지난 후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생화실험
- 생화를 방짜유기, 사기,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관찰하였습니다. 11일 정도 지나니 사기나 스
테인리스 그릇에 담은 생화는 시들었지만 방짜유기 그릇에 담겼던 생화는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영양소와의 관계 (단백질 실험)
- 냉면육수를 방짜유기, 사기,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24시간 후 단백질 성분을 조사하였습니
다. 방짜 그릇만이 단백질 성분이 파괴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인간에게 필요한 미네랄이 검출
- 미네랄은 3대 부영양소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성분이다. 방짜유기에서만 구리, 아
연 등의 미네랄이 검출되었습니다.
[출처] 생명의 그릇 – 방짜[KBS 한국방송]
1) 비빔밥을 담을 때 사용하는 놋그릇의 온도를 76℃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비빔밥의 경우를 보면 비빔밥의 밥맛은 65도일 때 가장 맛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참기름의 향이나, 채소의 신선도가
유지되고 밥의 따뜻함도 유지할 수 있어 비빔밥 특유의 맛을 최고로 낼 수가 있기 때문. 이러한 이유에는 놋그릇의 주성분
인 구리와 주석의 보온, 보냉 성질 때문입니다.

2) 이 실험을 통해 스테인리스나 사기그릇에 비해 방짜유기의 우수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
살균작용, 농약검출, 싱싱하게 유지, 단백질 파괴(×), 미네랄 검출

3) 전통 방짜유기의 우수성을 이용한 생활에 필요한 발명품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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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5 차시

학생활동1 나만의 창의적인 비빔밥 만들고 세계화 방안 발표하기
<상황 제시>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창의적인 비빔밥을 만들고 UCC로 제작하여 발표해보자
(예: 한식과 서양식을 접목하여 외국인의 입맛에 잘 맞고 좋아 할 수 있는 비빔밥의 세계화를
꾀한다).

❶ 나만의 창의적인 비빔밥 만들기 체험하기
1) 비빔밥 만들기에 사용한 재료와 그 이유를 이야기 해봅시다.

2) 자기가 만든 비빔밥의 주제를 적고, UCC로 제작하기.

❷ 비빔밥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창의적인 비빔밥을 UCC로 만들어 발표해보자(예: 한식과
서양식을 접목하여 우리 한식의 세계화를 꾀한다).
제목
팀명
(참가자)
제작한
이유

제작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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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모둠별 발표 및 평가
1) 각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을 듣고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보자.
모둠

내용

1조

2조

3조

4조

5조

2) 각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을 듣고 보충하거나 조언해 주고 싶은 내용을 적어보자.
모둠

내용

1조

2조

3조

4조

5조

- 36 -

8. 참고자료
차시
참고자료

2-3 차시
우리를 닮고 우리를 담다, 오방색(五方色 )

"우주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하나 되어 살고자 했던 선조들의 세계관“
오방색은 음양오행(陰陽五行)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다섯 가지 색으로 우
리나라의 민족사상, 한의학, 전통공예, 전통복식, 건축물은 물론 '음식'에도
영향을 끼쳐 한국인의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靑)•적(赤)•
백(白)•흑(黑)•황(黃) 다섯 가지 색으로 이뤄진 오방색은 각기 오행(청-木, 적火, 백-金, 흑-水, 황-土), 방위(청-東, 적-西, 백-南, 흑-北, 황-中), 계절(청-봄,
적-여름, 백-가을, 흑-겨울, 황-사계절) 그리고 오장육부(청-간장, 적-심장, 백
-폐, 흑-신장, 황-위)를 상징한다. 이 외에도 각 색깔마다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각 식재료의 효능이
뚜렷하게 다르다.
파란색은 생명, 신생, 소원, 창조를 상징한다.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는 푸른 잎 채소는 우리 신체
중 간, 장 그리고 눈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세포 재생을 도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붉은색은 태양, 탄생, 정열, 애정을 상징한다. 붉은색 색소 리코펜이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토
마토와 홍고추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피를 맑게 해준다. 또한 예로부터 빨간 빛깔은 마귀나 나
쁜 재앙을 강하게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 동지날에 붉은 팥죽을 끓여 먹는 풍습이 생겼다.
흰색은 진실, 순결, 자연을 상징한다. 플라보노이드 색소가 주로 함유된 대표 식재료 양파, 무, 도
라지는 체내 저항력을 높여주며 폐와 코 기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기관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로부터 흰색은 나쁜 기운을 막고 우리 몸에 활력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 우리 선조들은 백의민족
이라 불릴 만큼 흰 옷을 즐겨 입었다. 더 나아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흰
옷을 입혔고, 백일상에는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백설기가 빠질 수 없었다.
검정색은 지혜, 죽음(소생)을 상징한다.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 검정콩, 흑미, 미역은 체내 독소
를 제거해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죽음이 마치 낙엽이 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봄에 새싹을 다시 피우는 것처럼
소생을 뜻하며 동시에 만물의 흐름과 변화를 뜻한다.
노란색은 모든 사계절을 상징하고, 중앙을 나타내는 색이다.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함유된 호박,
당근, 오렌지는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줘 위 기능을 좋게 해준다. 노란색은 우주의
중심이라고도 하여 예로부터 왕의 옷을 만드는 고귀한 색으로 취급되어 왔다.
오방색을 잘 활용한 대표 한식 메뉴로는 역시 비빔밥을 꼽을 수 있다. 비빔밥은 황(노른자)을 중심
으로 청(시금치), 적(당근, 고추장), 백(콩나물, 백지단), 흑(고사리, 고기, 황지단)색의 고명을 얹어 이
를 함께 비벼 먹음으로써 모든 재료가 하나의 음식으로 조화되는 음식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궁중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신선로[청(은행, 미나리적, 파), 적(간전, 홍고추, 소고기완자), 백(백지단,
동태전), 흑(석이버섯, 표고전, 해삼전), 황(호두, 잣, 황지단)] 그리고 완전함•화합의 의미가 있는 구
절판[청(오이), 적(당근, 소고기), 백(밀전병, 숙주, 백지단), 흑(석이버섯, 표고버섯), 황(호두, 잣, 황지
단)]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탕평채, 호박전, 산적, 송편 그리고 메밀국수와 같이 많은 한식이 오방색
을 갖추고 있다.
출처 : KBS 한국 방송 [한국의 유산 162회 '오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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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2-3 차시

참고자료

생명의 그릇 - 방짜
생명의 그릇 - 방짜
방짜쇠란 일정량의 구리와 주석이 합금된 물질상태의 이름으로 가
장 강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합금술입니다. 구리로만 만들 경우 형태
가 쉽게 망가지지만 주석을 합금으로 할 경우 견고성이 높아지며 황
금빛을 띄게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구리와 주석비율에서 주석을 10%
이상 첨가하여 구리와 합금을 하면 제품생산이 어렵다 하였으나 우
리나라만의 유일하게 전통적인 방식의 합금비율인 구리 78 : 주석 22
를 맞춰서 용해한 후 망치질과 반복적인 열처리를 통해 두 조직간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쇠로
무독성 무공해 금속입니다.
오염된 물질 (농약성분)이나 유해한 성분과 접촉시 반응을 하게 되며 내용물이 오염되었다는 센서
역할 뿐 아니라 식중독균을 사멸하는 성질도 밝혀졌습니다.
그릇이 세균을 없앤다? 전통 그릇의 비밀
최근 플라스틱 소재의 밀폐용기에 환경 호르몬 검출 문제가 계속되면서 친환경 그릇인 전통 그릇
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유기는 예부터 부패균을 스스로 살균하고 화학약품이 닿으면 색이 변
해 상한 음식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고 꾸준한 주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친환경 그릇인 유기의
활용법을 알아보자.
전통 그릇 다시 보기, 유기의 매력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통 그릇 유기의 매력 속으로 빠져 보자. 유기 안에 과일을 보관하면 일
반 통에 보관할 때보다 저장기간이 일주일 정도 길어진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무르는 딸기도
싱싱하게 보관이 된다. 또한 유기 식기에는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한다.
유기그릇의 살균효과가 진짜 있는 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유기그릇과 스테인리스 그릇에 각각
식중독 균 10만 마리를 넣고 하루를 놓아두었다.
하루가 지난 뒤 확인했을 때 유기그릇의 균이 전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가 가지고 있는
구리 이온 자체가 세포와 결합을 하면서 균을 죽이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
유기 같은 경우에 살균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있지만, 의학적으로 임상학적으로 거기서 유
효성분이 추출이 되면서 복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 유기 성분을 복
용하면 살균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유기가루 등을 복용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 [MBC] 생방송 오늘 아침홈페이지 2011-11-21 14:02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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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한(韓)옥에서 살아봤니? (에너지제로 한옥 설계하기)

1. 프로그램 개요
한(韓)옥에서 살아봤니?
(에너지제로 한옥 설계하기)

주제

관련교과

중학교 1학년 과학
기술가정, 미술, 한문

• 한옥의 구조를 알고 구조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용적 표현으로 글
을 쓸 수 있다.
내용
목표

• 한옥의 처마의 구조를 태양의 남중고도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열의 이동방법을 알고 전통온돌에서 열의 이동하는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베르누이원리를 이해하고 한옥의 배치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전통온돌을 만들어 열이 이동방법을 알아보고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고래를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에너지제로 한옥을 설계할 수 있다(모둠 활동).
• 한옥의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통하여 한옥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자긍심을 고취시
킬 수 있다.

STEA
M
과목
요소

S

한옥의 처마, 대청마루, 마당, 간격 있는 배치의 이유 알아보기

T

전통온돌을 만들어보고 열의 이동방법 이해하기

E

열전달과 보존에 좋은 구들 창의적으로 설계하기

A

에너지제로 한옥 설계하기

M

베르누이 원리, 사이클로이드 원리를 이해하고 한옥구조로 설명하기
전주한옥마을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저 스쳐지나가는 곳

개발 의도

이 아니라 한옥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파헤치고 연구하여 우리 조상의 지혜를 배
우고 되새겨 자긍심을 고취하게 하고 에너지제로 한옥을 설계해 봄으로써 미래의
에너지와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한옥은 참 아름답다. 그런데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고 매우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어 한옥의 우수성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이에 한옥의 예술적 아름다움 뿐 아니라 과학적 우수성을 찾아보고 우리 조상의 지혜로
움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 특히 베르누이의 원리나 사이클로이드가 발견되기 훨씬 이전에 우리 조
상들은 그 원리를 적용하여 집(한옥)을 지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해하면서
우리 한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에너지제로 한옥을 설계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이
주거환경에도 관심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STEA
M
단계

상황
제시

전주한옥마을은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곳이다. 한번은 와 보고 싶은 여행지로 뽑히
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경기전, 오목대, 향교 등이 친근한 한옥으로 되어 있기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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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그럴 것이다. 한옥은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워 넋을 잃고 바라보게 하는데 거기에
는 과학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 뿐
아니라 한옥의 구조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과학적 아름다움으로 풀어보고자 하였
다. 처마의 미학적 아름다움에 과학적 아름다움을, 마당과 대청마루의 자연냉방을,
전통온돌의 열 이동과 보존방법으로 에너지 보존과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을 배우게
하고 삶으로 실천해 내도록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에너지 제로 한옥 설계하기>

요소
창의
적
설계

• 방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고래를 설계해 보자.
• 모래와 이끼가 있는 흙의 가열-냉각 실험을 통하여 한옥에서의 마당과 대청마루
를

통한 열의 이동을 알아보자.

• 우리 집에서 새는 열을 찾아내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자.
감성
적
체험

• 전통온돌을 만들어 보고 열전달과 보존에 좋은 구들을 창의적으로 설계해 보자.
• 에너지제로 한옥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공유해 보자.

2. 교육과정
차시

과목
한문

1

과학
수학

과학
2

기술
가정

STEAM 프로그램 성취

교육과정 성취기준(2015개정 교육과정)
[9한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9한01-04]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목표/요소
 한옥의 명칭 한자로 이해하기

 한옥 명칭을 넣은 문장 쓰기
 태양의 남중고도 계산하기

[9과10-02] 지구 자전에 의한 천체의 겉보기 운동과 지구
 처마와 태양고도의 관계 설명하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기

[9과15-01]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
로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법과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  열전달이 좋은 구들 설계
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하기
[9과15-03] 물질에 따라 비열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탐  자연냉방이 가능한 한옥
구를 통해 알고, 이를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설계(배치)하기
[12기가02-03] 한옥의 가치와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  여러 가지 난방(페치카, 온수
를 이해하고 현대 주거생활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주생활을 실천한다.

난방, 온돌 난방) 비교하기
 모래와 이끼 흙의 가열-냉각 온

3-4

과학

[9과15-01]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 도 측정하기
로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법과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한옥 설계(배치)하기
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베르누이 원리 알아보기

5

과학
기술

[9과15-01]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
로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법과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  새는 열을 차단하는 한옥
 열전달과 보존이 좋은 한옥
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12기가02-03] 한옥의 가치와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  아름다움을 가진 에너지 제로
를 이해하고 현대 주거생활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한옥 설계하기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주생활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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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한(韓)옥, 처마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라.(한문, 과학)

소주제

지난 설에 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내게‘넌 장차 이 나라의 동량이 되어라’

Co

고 하셨다. 동량이 무슨 뜻이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 한옥 건축에 쓰이는 단어였다. 어떻게
한옥의 구조에 쓰이는 단어가 일반명사로 쓰이게 되었는지 궁금해져서 한옥 구조와 명칭을 알아보
기로 하였다.
<활동1> 한옥의 구조 알아보기
 한옥 구조의 명칭의 한자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한옥 구조의 명칭 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단어를

ET

사용하여 격려하는 글을 써서 친구에게 보내자.

1차시

Tip!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한옥 구조의 명칭 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찾

아 한자로 써 보고 그 뜻을 알아보도록 안내한다.

여름방학 첫 날, 늦잠을 잔 미주는 한낮인데 햇빛이 베란다 끝부분까지만 들어오는 것을

Co

보았다. 겨울에는 햇빛이 거실까지 들어 왔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졌다.
<활동2> 처마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라.
CD

서양식 건물에 없는 처마가 한옥에는 있다. 처마가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태양의 남중고도를 계산해 보자(자기 고장(전주 35.5°)).
 처마가 있어서 좋은 점을 태양의 남중고도와 연관 지어 설명해 보자.
CD

사이클로이드를 만들어서 낙하시간을 측정하고 처마의 구조가 사이클로이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보자.

소주제
Co

한(韓)옥, 구들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라.(과학)

친구 집에 가니 벽난로가 있어서 멋있어 보였는데 불이 꺼지니 거실 온도가 금방 내려

갔다. 그래서 온돌과 벽난로의 난방방법과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대해 궁금해졌다.
CD

온돌은 어떻게 열을 전달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존할까?

 온돌의 구조의 명칭과 기능을 알아보자.
 구들장에는 어떤 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구들의 조건을 생각해 보자.
 한옥은 천장이 낮고 온돌을 사용한 반면 서양 건축에서는 천장이 높고 방 가운데 난로를 설치

2

하였다. 에너지 보존 면에서 볼 때 어떤 구조가 효율적일까?

차시 - 서양 건축의 구조 알아보기
- 서양 건축과 한옥의 차이점 알아보기
 여러 가지 난방 방식(페치카, 온수 난방, 온돌 난방)을 비교해 보자.
- 각 난방 방식을 비교하여 모둠별로 발표하기
CD

ET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따뜻한 방) 나만의 창의적이고 특별한 고래를 설계하자.

- 고무찰흙을 이용하여 설계한 고래를 만들고 굴뚝도 세워본다.
- 향의 연기로 연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각 부분의 온도를 측정해 보자.
- 온돌에서의 열의 전달방법을 확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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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한(韓)옥, 대청마루와 마당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라.

<3차시> 한옥 앞마당에 모래를 깐 것도 과학적 지혜가?
Co

도산서원 전교당 앞마당에는 모래를 깔았고 건물 뒤에는 나무가 심어진 언덕이 있다. 아름다운

조경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CD

 모래와 이끼가 있는 흙을 각각 수조에 담고 두 수조의 가운데에 전등을 켜서 가열한다.

-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기록하고 <시간-온도변화> 그래프를 그려보자.
- 불을 붙인 향을 가운데 세우고 향의 연기의 이동방향을 관찰한다.
▶ 이 실험 결과로 보아 한옥을 지을 때 마당에 모래를 깐 이유는 무엇일까?

3-4
차시

<4차시> 한옥의 배치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나?
Co

민주는 한옥마을에 가서 동네를 돌아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앞채와 뒤채 사이의 간

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집들이 일정한 폭으로 나란히 놓여야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
각했으나 집이 놓인 거리는 조금씩 달랐다. 왜 그렇게 배치를 하였는지 궁금해졌다.
CD

한옥을 배치할 때는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 베르누이원리 실험(https://youtu.be/P-xNXrELCmU) 동영상을 시청한다.
 베르누이의 원리를 정리해 보고 간격이 다른 통로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그려보자.
ET

내가 살고 싶은 집(한옥)을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해 보자.

 바람 길이 잘 통하게 하려면 건물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 또 자연을 이용한 바람 길을 만들
어주려면 건물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소주제
Co

한(韓)옥, 내가 살고 싶은 에너지제로한옥 설계하기

동민이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영상을 보고 자기 집 어느 부분에서 열이 새어나가는지 찾아

서 열이 새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고 싶어졌다.

- 열화상 카메라의 색상과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자(EBS클립뱅크).
(http://m.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10309_C0457)
- 우리 집에서 새는 열은 없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찾아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IQSl8UZUJBE)
5차시

CD

우리 집에서 새는 열을 차단하라.

-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기 집에서 열이 새는 부분을 찾아 새는 열을 차단할 방법을
알아보자.
- 자기 집 입체 도면을 그리고 열이 새는 부분을 찾아 색연필을 이용하여 열이 새는 정도를 표시해
보자(고온일수록 빨간색, 저온은 파랑색으로 표시).
ET

내가 살고 싶은 한옥(에너지 제로 하우스) 설계하기

- 설계한 한옥을 함께 나누며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나눈다.
-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 살고 싶은 한옥을 설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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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평가계획 (※ 평가기준은 학습목표와 연계하고 학습목표를 세분화 하여 제시)
번
호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1

한옥의 구조의 이해

동료 평가

친구에게 격려 편지 쓰기

형성
평가

2

한옥 구조의 과학적 이해

교사 평가

활동지 내용 이해하기

3

전통 온돌 이해

동료 및
교사평가

열전도가 좋은 구들 설계하기

총괄
평가

1

한옥과 에너지 제로하우스

동료 및
교사평가

에너지제로 한옥 설계하기

구분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번
호

평가도구

1

친구에게 격려 편지 쓰기

형성
평가

2

총괄
평가

1

3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한옥 구조의 명칭을 잘 이해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여 친구를 격려하는 글을 잘 썼으며 한옥의
활동지 내용 이해하기
구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열전도가
열전도가 좋은 구들 설계하기 좋은 구들을 창의적으로 설계하였음
에너지제로 한옥 설계하기

주택의 열전달을 잘 이해하고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에너지제로 한옥을 창의적으로 잘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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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소주제 처마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라.

차시

과목
과학 3학년 태양계, 수학
(단원)
교육
과9171-5.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과정
1. 한옥의 구조와 명칭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2. 처마의 구조를 태양의 남중고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목표
3. 사이클로이드로 낙하시간을 측정하고 처마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도입  한옥으로 지어진 서울 혜화동 동사무소를 감상해 보고 한옥의 구조와 명칭을 휴
(5분) 대폰을 이용하여 알아보자.
<활동1> 한옥의 구조 알아보기
Co

지난 설에 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내게‘넌 장차 이 나

라의 동량이 되어라’고 하셨다. 동량이 무슨 뜻이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
한옥 건축에 쓰이는 단어였다. 어떻게 한옥의 구조에 쓰이는 단어가 일반명사
로 쓰이게 되었는지 궁금해져서 한옥 구조와 명칭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 한옥의 구조와 명칭의 한자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ET

한옥의 구조의 명칭 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

보고 단어를 사용하여 격려하는 글을 써서 친구에게 보내자.
학습
<활동2> 처마의 숨겨진 지혜 찾기
활동
(30분) Co 여름방학 첫 날, 늦잠을 잔 미주는 한낮인데 햇빛이 베란다 끝부분까지만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겨울에는 햇빛이 거실까지 들어 왔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졌다.
CD

서양식 건물에 없는 처마가 한옥에는 있다. 처마가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태양의 남중고도를 계산해 보자(자기 고장(전주 35.5°)).
 처마가 있어서 좋은 점을 태양의 남중고도와 연관 지어 설명해 보자.
CD

사이클로이드를 만들어서 낙하시간을 측정하고 처마의 구조가 사이클로이드 구조

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보자.
<실험>
 폼보드를 이용하여 사이클로이드를 제작하여 낙하시간을 측정해보자.
ET

 처마의 길이와 구조를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해 보자.

마무리
각자 그린 처마 길이와 구조를 발표해 본다.
(5분)
지도상
Tip! 사이클로이드 구조를 만들 때 칼을 안전하게 다루도록 주의시킨다.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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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시

준비물

소주제 구들(온돌)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라.

차시

2/5차시

과목
중1과학 열의 이동, 기술가정
(단원)
교육 과9055. 일상생활에서 열에너지와 관련된 사례를 전도, 대류, 복사와 관련지어 그 예를 말할 수
과정 있다.
학습 ◂온돌의 구조를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목표 ◂방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고래를 설계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도입 Co 온돌의 구조(https://youtube/bMoYgiE1Xgw) 동영상을 시청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5분)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Co

친구 집에 가니 벽난로가 있어서 멋있어 보였는데 불이 꺼지니 거실 온도가

금방 내려갔다. 그래서 온돌과 벽난로의 난방방법과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대해
궁금해졌다.
CD

온돌은 어떻게 열을 전달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존할까?

 온돌의 구조의 명칭과 기능을 알아보자.
 구들장에는 어떤 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구들의 조건을 생각해 보자.
 한옥은 천장이 낮고 온돌을 사용한 반면 서양 건축에서는 천장이 높고 방 가운
데 난로를 설치하였다. 에너지 보존 면에서 볼 때 어떤 구조가 효율적일까?

학습
활동 - 서양 건축의 구조 알아보기
(30분) - 서양 건축과 한옥의 차이점 알아보기

 여러 가지 난방 방식(페치카, 온수 난방, 온돌 난방)을 비교해 보자.
- 각 난방 방식을 비교하여 모둠별로 발표하기
CD

ET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따뜻한 방) 나만의 창의적이고 특별한 고래를 설계

하자.
- 고무찰흙을 이용하여 설계한 고래를 만들고 굴뚝도 세워본다.
- 향의 연기로 연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각 부분의 온도를 측정해 보자.
- 온돌에서의 열의 전달방법을 확인해 본다.
 열 전달방법 발표

마무리  온돌의 열전달과 보존 방법 나누기
(5분) CD 5차시에 할 <내가 살고 싶은 한옥 설계하기> 수업을 위한 안내
(세부적인 구조적 계획과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 생각하기)
지도상
유의점

Tip!

전통온돌을 만들 때 새는 부분이 없도록 치밀하게 연결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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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소주제 대청마루와 마당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라.

차시

3-4/5차시

과목
중1과학 열의 이동
(단원)
교육 과9055. 일상생활에서 열에너지와 관련된 사례를 전도, 대류, 복사와 관련지어 그 예를 말할 수 있다.
과정 과9054-1. 물질에 따라 비열이 다르고, 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한옥의 앞마당에는 모래를, 뒤쪽에 산을 배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목표 대청마루를 집의 가운데에 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도입
 열의 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발표하기
(5분)
<3차시> 한옥 앞마당에 모래를 깐 것도 과학적 지혜가?
Co

도산서원 전교당 앞마당에는 모래를 깔았고 건물 뒤에는 나무가 심어진 언덕이

있다. 아름다운 조경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CD

 모래와 이끼가 있는 흙을 각각 수조에 담고 두 수조의 가운데에 전등을 켜서

가열한다.
-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기록하고 <시간-온도변화> 그래프를 그려보자.
- 불을 붙인 향을 가운데 세우고 향의 연기의 이동방향을 관찰한다.
▶ 이 실험 결과로 보아 한옥을 지을 때 마당에 모래를 깐 이유는 무엇일까?

<4차시> 한옥의 배치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나?

학습 Co 민주는 한옥마을에 가서 동네를 돌아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앞집과 뒷
활동
집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집들이 일정한 폭으로 나란히 놓여야 공간을
(30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집이 놓인 거리는 조금씩 달랐다. 왜 그렇게
배치를 하였을까?
CD

한옥을 배치할 때는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알
아보자.

▶ 베르누이원리 실험(https://youtu.be/P-xNXrELCmU) 동영상을 시청한다.
 베르누이의 원리를 정리해 보고 간격이 다른 통로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그
려보자.
ET

내가 살고 싶은 집(한옥)을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해 보자.

 바람길이 잘 통하게 하려면 건물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 또 자연을 이용한 바
람길을 만들어주려면 건물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마무리
(5분)
지도상
유의점

Co

한옥 앞마당에 잔디를 심으면 바람이 잘 통할까?

CD

베르누이 원리가 쓰이는 예를 나눠보자.

Tip!

3차시 실험에서 이끼가 있는 축축한 흙으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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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소주제 한(韓)옥, 내가 살고 싶은 에너지제로한옥 설계하기

차시

5/5시

과목
중1과학 열의 이동
(단원)
과9055. 일상생활에서 열에너지와 관련된 사례를 전도, 대류, 복사와 관련지어 그 예를 말할 수
교육
있다.
과정
과9054-1. 물질에 따라 비열이 다르고, 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처마, 대청, 온돌 등 열의 이동과 보존을 고려한 한옥을 설계할 수 있다.
목표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설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에너지 제로 하우스(https://youtu.be/12AGlc3Y8kA) 동영상 시청하고 효율적인 열 보
(5분) 존 방법을 생각해 본다.
Co

동민이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영상을 보고 자기 집 어느 부분에서 열이 새어

나가는지 찾아서 열이 새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고 싶어
졌다.

- 열화상 카메라의 색상과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자(EBS클립뱅크).
(http://m.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10309_C0457)
- 우리 집에서 새는 열은 없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찾아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IQSl8UZUJBE)
학습 CD 우리 집에서 새는 열을 차단하라.
활동 -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기 집에서 열이 새는 부분을 찾아 새는 열을
(30분) 차단할 방법을 알아보자.
- 자기 집 입체 도면을 그리고 열이 새는 부분을 찾아 색연필을 이용하여 열이 새는
정도를 표시해 보자(고온일수록 빨간색, 저온은 파랑색으로 표시).
ET

내가 살고 싶은 한옥(에너지 제로 하우스) 설계하기

- 설계한 한옥을 함께 나누며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나눈다.
-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 살고 싶은 한옥을 설계해 보자.
지붕, 처마, 유리창, 방문, 온돌(구들), 마당, 집 뒤편, 벽, 굴뚝, 대청마루 등

마무리 -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요건을 나눠보자.
(5분) -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보자.
지도상 Tip! 우리 집의 새는 열을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온도계로 측
유의점 정하게 하고 온도에 따라 색연필로 표시하도록 지도한다(온도에 따른 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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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7.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1차시-1

학생활동1 처마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라.
<상황 제시>
지난 설에 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내게‘넌 장차 이 나라의 동량이 되어라’고 덕
담을 해 주셨다. 동량이 무슨 뜻이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 한옥 의 구조에 단어였다. 어떻게
한옥의 구조에 쓰이는 단어가 일반 명사로 쓰이게 되었는지 궁금해져서 한옥 구조를 알아보아야겠
다고 생각했다.

1. 한옥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 알아보자.

2. 한옥의 기와지붕의 구조를 알아보자.

3. 한옥의 구조와 명칭 중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의 예를 들고 그 뜻을 알아보자.
<감성적 체험>
한옥의 구조의 명칭 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단어를 사용하여
격려하는 글을 써서 보내자(3줄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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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생활동

2차시
구들(온돌)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라!

<상황 제시>
친구 집에 가니 벽난로가 있어서 멋있어 보였는데 불이 꺼지니 거실 온도가 금방 내려갔다.
그래서 온돌과 벽난로의 난방방법과 에너지제로 하우스에 대해 궁금해졌다.
1. 온돌의 구조와 원리를 알아보자.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을 조사해 보자.

1) 구들은 온돌(溫突)이라고도 한다. 무슨 뜻일까?
구운 돌, 따뜻하게 데운 돌
2) 온돌의 구조와 기능
아궁이
구들개자리

나무, 숯, 소똥 등을 태워 불을 지펴 뜨거운 열기가 구멍을 통해 구들고래(방
고래) 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뜨거운 열기가 지나가는 속도를 늦춰 구들고래로 열기가 균등하게 공급되게 한

다.
구들고래(방고래) 뜨거운 열기가 지나가는 길로 그 위의 구들장을 데운다.
뜨거운 열기가 굴뚝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래개자리를 만들
고래개자리
어 연기가 지나가는 속도를 늦춘다.
굴뚝개자리
굴뚝을 통해 찬 공기나 빗물이 방고래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아궁이에 바람이 들지 못하도록 막거나 아
굴뚝
궁이에서 나온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아랫목과 윗목의 방바닥 온도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아랫목은 두꺼운 돌을
구들장
놓고 윗목은 얇은 돌을 놓아 빨리 달궈지도록 한다.
3) 아궁이에서 피운 연기의 이동 과정을 알아보자
아궁이→부넘기→구들개자리→고래(→구들장을 데워 줌)→고래개자리→굴뚝
2. 우리 조상들은 구들에 운모를 사용하였다. 운모를 구성하는 광물과 특징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1) 운모(雲母): 화강암의 한 종류인 규산암 광물로 화성암과 변성암에서 흔히 발견, 운모의 여러 종류
가운데 백운모가 특히 뛰어난 절연체인데 이것을 온돌의 재료로 사용, 열 보존이 뛰어남
2) 봄이나 가을 정도의 외기 온도에서 온돌의 열기가 10일이나 지속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
3. 서양의 주택은 천장이 높고 방 가운데 난로를 둔 구조이고 한옥은 천장이 낮고 온돌로 난방을 하였다.
몇 가지 난방장치의 원리를 알아보고 난방 효율 면에서 차이를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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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를 직접 데우는 방식,
실내공기가 가열→더운공기 위로
상승→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움

방바닥에서 올라온 온기로 아래는 따뜻하고 위로 갈수록 시원한 공기 호흡
가능, 구들장에서 열이 서서히 나와 따뜻함 오래 지속, 구들장이 열을 받으
면 원자들이 진동하면서 원적외선이 나와 몸에 닿으면 피부속의 물 분자를
움직여 열을 만들고 혈관이 확장되며 혈액 순환이 좋아짐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1. 다음은 방고래를 놓는 방법이다. 이것을 참고하여 방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창의적이고
특별한 고래를 설계해 보자.
<제 1구들>

<제 2구들>

<참고- 방고래 종류>

2. 설계한 구들과 굴뚝을 고무찰흙으로 만들어 향의 연기를 피워 열이 잘 전달되는지 관찰한다.

3. 각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여 온돌의 열의 전달 방법의 우수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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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생활동

3차시
한옥 앞마당에 모래를 깐 것도 과학적 지혜가?

<상황 제시>
한옥은 앞마당에는 잔디가 없고 모래를 깔았고 뒤편에는 나무가 심겨진 언덕이나 산이 배
치되어 있다. 아름다운 조경을 위해서 왜 그렇게 배치를 하였을까?
<창의적 설계>
1. 열의 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징

매질

예

전도

매질을 통해서 열이 이동

고체

냄비를 가열하면 손잡이도 뜨거워짐

대류

매질이 열을 가지고 이동

액체, 기체

복사

매질 없이 직접 이동

진공

냄비의 아래를 가열해도 전체적으로
뜨거워짐
태양 복사에너지, 응달의 눈은 잘 녹지 않음

2. 모래와 이끼가 놓인 흙을 각각 넣은 수조 가운데에 전등을 켜서 가열한 후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를 기록해 보자.
1) 어느 쪽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는가? <시간-온도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자.(예시)
시간(분)
온도
모래
(℃) 이끼흙

0
23
20

5
24
20

10
25
21

15
27
22

20
30
23

25
32
24

<시간-온도 그래프>

2) 가운데 놓은 향의 연기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 이끼가 있는 흙 → 모래 쪽으로 이동
3)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모래 위의 공기가 온도가 더 높아 위로 상승하여 비게 되면 이끼 흙 쪽
에서 공기가 이동하게 됨
3. 아래 사진은 도산서원 전교당으로 앞마당에는 모래를 깔았고 뒤편에는 나무가 심겨진 언덕이 있다.
우리 조상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온돌이라는 뛰어난 난
방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지
혜는 어디에 숨겨놓았을까?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 이유를 과
학적 원리로 설명해 보자
앞마당에는 흙을 깔고 뒤에는 나무나 언덕이 있어 앞마당이 먼
저 가열되어 공기가 상승하면 뒤쪽의 시원한 바람이 대청을 통
<도산서원 전교당>

과하면서 자연냉방이 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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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생활동

4차시
한옥의 배치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나?

<상황 제시>
민주는 한옥마을에 가서 동네를 돌아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앞집과 뒷집 사이의 간
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집들이 일정한 폭으로 나란히 놓여야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
라 생각했으나 집이 놓인 거리는 조금씩 달랐다. 왜 그렇게 배치를 하였을까?
<창의적 설계>
1. 베르누이 원리 실험 동영상을 시청한다(https://youtu.be/P-xNXrELCmU).
1) 두 개의 깡통은 어떻게 서로 붙었을까? 캔 사이의 공기는 속도가 빠르고 저기압이며 바깥쪽 공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고기압이어서 캔은 안쪽으로 이동함

2)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불면 풍선이 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풍선 표면을 따라 흐르는 공기의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압력은 낮아져 풍선은 공기의 흐름 쪽으로 쏠리게 되고 풍선의 양쪽 표면 모두 공기의
흐름 속에 갇혀 떠있게 됨
3) 베르누이 원리를 정리해 보자.
◂유체에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은 어느 곳에서나 일정
◂공기의 흐름에서 좁은 통로에서는 속력이 증가하고 내부 압력은 감소
◂흐름이 넓은 통로에서는 속력이 감소, 내부압력은 증가함

4) 아래 그림은 폭이 다른 통로에서 공기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빈 공간에 공기의 흐름을 그려 넣
어 보자.

2. 한옥에서는 두 건물을 나란하지 않고 삐뚤어지게 배치한다. 여기에 숨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를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해 보자.
길이 넓은 앞(남쪽)에서 들어온 바람은 좁은 뒤(북쪽)으로 빠져나갈
때 속도가 빨라져서 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반대로 뒤(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순해짐
3. 내가 살고 싶은 집(한옥)을 바람이 잘 통하는 집으로 설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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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차시

학생활동

내가 살고 싶은 한옥(에너지 제로 하우스) 설계하기

<상황 제시>
동민이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영상을 보고 자기 집 어느 부분에서 열이 새어나가는지 찾아서 열이
새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고 싶어졌다.

- 우리 집에서 새는 열은 없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찾아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IQSl8UZUJBE)
<창의적 설계>
1.우리 집에서 새는 열을 차단하라.
1) 왼쪽 사진은 어느 아파트에서 새는 열을 알아보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로
찍은 것이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numwin&logNo=220936928933).
자기 집에서 열 차단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 열을 차단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창문, 벽, 문틈이 가장 취약함

2) 열화상 카메라의 색상과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자(EBS클립뱅크).

(http://m.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10309_C0457)

3) 자기 집의 입체 도면을 그리고 열이 새는 부분을 색연필을 이용하여 표시해 보자(고온일수록 빨간색, 저온은
파랑색으로 표시).

색상
온도

검정
20

보라
25-30

파랑
30-35

하늘색
35-40

연초록
40-45

진초록
45-50

노랑
50-55

주황
55-60

빨강
60-65

3. 내가 살고 싶은 집(한옥)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설계해 보자.
지붕, 처마, 유리창, 방문, 온돌(구들), 마당, 집 뒤편, 벽, 굴뚝, 대청마루 등

- 55 -

주제 3

한(韓)지를 알지! 만들지! (창의적인 한지 샌들 제작)

1. 프로그램 개요
한(韓)지를 알지! 만들지!
(창의적인 한지 샌들 제작)

주제

관련교과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과학, 기술가정, 미술

• 한지 박물관의 전시물을 이용하여 한지의 기원과 제작원료 및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내용
목표

• 한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한 공예품을 만들어보면서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한지 샌들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한지의 역사적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한지의 과학적 특성을 체험하고 말할 수 있다.
• 한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
• 모둠 원들과 협동하여 창의적인 한지 샌들을 제작할 수 있다.

STEA
M
과목
요소

S

한지의 과학적 특징을 체험하기, 한지의 과학적 특성을 실험하여 알아보기
(한지의 산과 염기, 한지 화석)

T

한지 화석 제작하기, 떨어지지 않는 창의적인 샌들 형태 고안하기

E

창의적인 샌들을 신고 걷고 뛸 수 있도록 제작하기

A

한지의 기원과 역사 이해하기, 한지샌들에 예술적 요소 추가하기

M

사람의 발모양에 최적화된 신발형태 그리기(기하학)
전주가 예전부터 한지의 본고장이라 소개되고, 이러한 한문화를 바탕으로 한지문화축제를

개발 의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전통 한지가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부분
은 아직도 부족하다. 본 프로그램은 전주한지를 알리고,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한지
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지천년 견오백'이란 말이 있다. 비단의 수명은 오백 년을 가지만 한지의 수명은 천 년을 간다는 뜻이다. 천년
의 수명인 우리의 종이 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전주지역은 예로부터 한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전주시는
『한(韓) 브랜드』라고 해서 한지와 한과, 한약, 한식, 한소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한문화를 발전시켜 나가
려 한다. 그러한 중심에 한지가 자리하고 있다. 매년 한지문화축제가 5월이면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옥마을
에서 열린다. 전국적으로 한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꼭 참여를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전주의 한지 문화를 바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과 한지가 가지는 역사적, 과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공학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한지 샌들을 직접 제작하면서 한지
특유의 성질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STEA
M
단계
요소

전주의 한낮 기온이 25℃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시원하면서 디자인
상황
제시

이 뛰어난 샌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여름 대표상품인 샌들은 일반적으로 한여
름인 7월과 8월에 많이 판매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인 5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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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한여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신발업체에서는 코르크 샌들이나 후라체 샌들
등 시원하고 편리한 샌들을 보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샌들은 바닥
이 미끄럽지 않고, 물과 땀이 금방 마르도록 제작되었다.
기상청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이른 여름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신발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도 각자가 날씨에 맞는 신발 아이템을 골라 생산·출시하고 구매
하는, 이른바 날씨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5월 중순, 화창한 봄날 속에 여름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우리 몸의 80%에 달하는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발이 편안하고 멋스러울 수
있는 신발을 신는 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샌들은 인체공학적 요소 외에도 기하학과 같은 수학, 하중을 고려한 과학
요소 외에 심미성을 추구하는 예술적 융합한 창의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한지신발을 제작하면 어떨지 생각해보았다.
•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적 요소를 분석․적용한 후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재료만으로 과학적인 샌들 실물을 설계․제작해보자.
• 제작된 샌들은 모듬(조원) 중 1인이 직접 신고 20m를 뛰어서, 20초 안에 들어오도록 제작
창의적 해보자.
설계 • 이때 샌들이 경사면 실험 장치에 올려놓았을 때 쉽게 내려가지 않도록 제작해야하고, 반드
시 밑판의 두께가 2cm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
• 제작된 샌들은 양쪽의 디자인이 왼쪽, 오른쪽 반드시 다르게 제작해서 가장 최적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감성적 • 창의적인 한지샌들을 만들고 느낀 점을 공유해보자.
체험 • 어떤 작품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지 작품 설명회를 실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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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차시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9 사(지리)11-02]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특징을 조사하고, 지

1

사회
역사

역의 특색을 살리는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등 지역화 전
략을 개발한다.
[10 통사 07-02]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한지의 역사 이해하기
 한지의 기원 이해하기
 현대의 한지 활용 및 적용

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를 파악한다.
[6 과 08-01]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액을 다
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6 과 08-02] 지시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용액을 산성 용액
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
[9 과 03-01]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

2~3

과학

경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0 통과 06-03] 생활 주변의 물질들을 산과 염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지와 일반 종이(A4)의 과학적
특징 비교해보기
 한지죽 만들기, 모형틀에 찍
기, 한지화석 만들기
 한지화석 모형 색칠하기

[10 통과 06-04]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
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사례를 조사하
여 토의할 수 있다.
[9 기가 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
산적･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4~5

기술

[12 기가 05-04] 제품 개발을 위해서 설계의 기초를 이해하고
구상도와 투상도 등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






한다.

6

과학

[9 기가 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

기술

산적･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무게중심을 고려한 샌들
창의적인 한지샌들 제작
한지샌들 문제점 해결하기
안정적인 샌들 제작하기

 자신의 한지샌들의 특징 설명
하기
 한지샌들을 신고 뛰어보기

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Co

한(韓)지를 알지! (역사)

2015년 4월 성요한 23세(1881~1963) 교황의 애장품인 지구본의 복원을 발표하였다. 교황의 애착이

담긴 유품 복원에 사용된 재료인 종이.‘이 종이는 내구성이 8,000년에 달할 만큼 견고해 현재 이탈리아
시장에서 취급하는 일본 화지를 능가한다.’(문화재 복원가, 넬라포치) 유럽의 복원역사상 전례가 없는 재료
이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수명을 잃지 않는 종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차시

<활동1>
 한지의 기원을 설명해본다.
한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동영상 또는 박물관 웹사이트 등을 검색해 보고 발표해보자.
Tip!

한지의 기원에서 너무 길지 않게 구성하고 동영상이나 웹사이트 검색에서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하여

한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한지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CD

한지의 제작원료와 한지에 사용되는 천연 염색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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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쪽, 치자, 오배자, 홍화 등 천연식물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조사해보자.

 한지의 여러 가지 종류를 서로 비교해보자.
 한지 만드는 현장 체험을 통해서 우리 전통한지가 왜 다른 종이에 비해서 우수할 수 있는지를 설명
해보자.
CD

한지 현장체험에서 한지를 직접 체험해보자. (별도체험)

- 한지 제작을 위한 도구의 용도를 적어보자.
- 한지체험을 하면서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표현해보자.

소주제

한(韓)지를 알지! (과학)

박물관 전시물을 살펴보는 2학년 한별이는 유리전시관 안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먹는 하마 제

Co

품이 있어 사용 용도를 여쭸더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해설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
때‘지금처럼 습기 제거용품이 없는 옛날에는 어떻게 유물을 보관할 수 있었을까?’궁금해 했으나 그냥
지나쳐 버렸다. 2학년이 되어 역사 수업시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무구정광대다라니
경」이 한지에 인쇄되어 보존이 잘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한지의 어떤 특성 때문인지 알고 싶었
다.
2~3  한지의 산과 염기
차시 CD 한지가 가지는 과학적 특징(산과 염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자.
Tip!

직접 용액을 종이위에 바르면서 실험해도 가능하다.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페놀프탈레인 용액

과 비교할 수 있다.

 한지 화석 모형 만들기
한지를 풀어서 한지 죽을 만들자.

CD

한지 죽을 한지 화석 모형 틀에 넣고, 압착 과정을 거쳐서 물을 제거하고 틀에서 분리시켜 꺼내고
건조과정을 거친다.
ET

만든 작품은 다음시간에 채색을 하여 전시회를 열어본다. 만든 작품에 향을 첨가해보자.

소주제

한(韓)지를 이용하여 만들지! (Mission 창의적인 한지 샌들 제작 프로젝트)

한결이는 전주의 한낮 기온이 38℃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좀더 편하고 시원한 샌들을 찾

Co

고 있었다. 기술시간에 배운 문제 확인 기법과 확산적 사고를 바탕으로 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샌들은 인체공학적 요소 외에도 기하학과 같은 수학, 하중을 고려한 과학 요소 외에
4~5

심미성을 추구하는 예술적 융합한 창의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뛰어도 끊어지지 않는 창의적인

차시 한지 샌들을 팀별로 제작해보자.
CD 자신의 발사이즈에 맞게 한지 샌들을 제작한다. (재료:마분지,한지,끈,스티로폼 구 등)
 샌들은 팀원 중 1인이 직접신고 20m를 뛰어 20초 안에 들어오도록 제작한다.
 샌들을 경사면 실험 장치에 올려놓았을 때 쉽게 내려가지 않도록 제작해야하며 반드시 밑판의 두께
가 2cm 이상으로 제작한다.
 샌들의 왼쪽, 오른쪽 디자인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

소주제

한(韓)지를 경험하지! (Mission 한지 샌들을 신고 뛰어라!)

6 차시
(5 차시
와
연계)

ET

제작된 한지 샌들 발표회를 열어보자.
자신의 한지 샌들의 장점과 기술을 열거해보고, 가장 창의적인 형태의 작품을 선발해보자.
20m 거리를 20초 안에 들어오는 한지 샌들을 신고 뛰어 보자.

 우리 팀의 한지 샌들 미션의 결과를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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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평가계획
구분

번호

평가 기준

방 법

1

한지의 기원을 바탕으로 역사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활동지 평가

한지활동지
(한지공예)

2

한지의 과학적 특징을 말하고, 우수성을 열거할 수 있다.

활동지 평가
수행평가

한지 꽃 제작

3

한지화석 만들기 제작 평가 및 활동지 평가

산출물평가
수행평가

한지화석 만들기

4

한지샌들 제작 평가 및 활동지 평가

산출물평가
수행평가

한지샌들 만들기

5

한지샌들을 신고 정해진 시간동안 20m 를 뛸 수 있다.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시간 기록 측정

평가도구

한지샌들
뛰기 체험

신고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형성
평가

총괄
평가

번호

평가도구

1

한지활동지 (한지공예)

2

한지 꽃 제작

3

한지화석 만들기

4

한지샌들 만들기

1

한지샌들 신고 뛰어보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창의적인 한지샌들 제작
팀원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한지샌들을 제작하였고,
신발의 기능성과 한지의 특성을 적용한 아이디어가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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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소주제 한(韓)지를 알지! (역사)
과목
(단원)

차시

1차시

(2) 문화의 이해와 창조

교육 [9사(지리)11-02]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특징을 조사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지역
과정 브랜드, 장소 마케팅 등 지역화 전략을 개발한다.

학습
목표

한지의 기원을 바탕으로 역사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생활 속의 한지 쓰임을 설명할 수 있다.
한지의 우수성을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한지의 기원을 설명해본다.
Co 한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동영상 또는 박물관 웹사이트 등을 검색해 보고
PPT
발표해보자.
도입
- 한지의 기원에서 너무 길지 않게 구성하고 동영상이나 웹사이트 검색에서 그 웹사이트
(5 분)
내용을 짧게 정리하여 한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습지)

http://www.ebs.co.kr/tv/show?prodId=10000&lectId=10432514
우리종이 한지(5분13초)
 한지 활동지를 통해 한지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활동지 1> 한(韓)지의 모든 것
 한지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종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별로 발표해보자.
CD 삼국시대에 발전된 종이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조사해보자.
Tip!

고구려, 백제, 신라의 종이기술과 발전과정을 요약해서 발표한다.

학습 CD 고려시대 한지와 조선시대의 한지의 차이점에 대해 교과서와 인터넷검색을 학습지
활동 통해 이해해보자.
다양한 한지,
(35 분)  한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닥나무
CD 한지의 제작원료와 한지에 사용되는 천연 염색제에 대해 알아보자.
Tip!

쪽, 치자, 오배자, 홍화 등 천연식물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조사해보자.
 한지의 여러 가지 종류를 서로 비교해보자.
 한지 만드는 현장 체험을 통해서 우리 전통한지가 왜 다른 종이에 비해서
우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보자.

마무리
(5 분)

한지의 기원과 역사적 특징을 정리해보자.
CD 한지의 우수성이 무엇이 있는지 발표해보자.
PPT
- 천연염색제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더 생각해보자.

지도상
유의점

Tip!

Co

모둠별로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학습지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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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한(韓)지를 알지! (과학)
과목
(단원)

차시

2~3차시

과학(3) 5. 여러 가지 화학반응 1.산과 염기

[10통과06-03] 생활 주변의 물질들을 산과 염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10통과06-04]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과정
이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토의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한지가 가지는 과학적 특징을 실험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한지화석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한지 산업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한지 만들기
박물관 전시물을 살펴보는 2학년 한별이는 유리전시관 안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먹는 하마 제품이 있어 사용 용도를 여쭸더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해설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 때‘지금처럼 습기 제거용품이 없는 옛날에는 어떻게 유
도입
물을 보관할 수 있었을까?’궁금해 했으나 그냥 지나쳐 버렸다. 2학년이 되어 역사 수업
(5 분)
시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한지에 인쇄되어
보존이 잘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한지의 어떤 특성 때문인지 알고 싶었다.
- 불교경전이나 실생활도구로 활용되었던 전통한지의 사례를 안내한다.
Co

PPT
웹사이트

- http://www.museum.go.kr/site/main/home 국립중앙박물관
 한지의 과학적 특징을 산과 염기 실험을 통해 이야기해보자.
CD

한지가 가지는 과학적 특징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활동지 2> 한지의 제작원료 및 특징
- 지시약을 바른 한지의 색깔을 비교해보자.

학습지
다양한 한지,

- 일반 A4종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양지(A4

-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복사지),

Tip!

직접 용액을 종이위에 바르면서 실험해도 가능하다.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페놀프탈

학습 레인 용액과 비교할 수 있다.
활동
(80 분)
 한지 화석 모형 만들기
<활동지 3> 한지 화석모형 만들기
CD

산염기
실험키트,
증류수 등
한지화석모형

한지를 풀어서 한지 죽을 만들자.

-틀, 믹서,

한지 죽을 한지 화석 모형 틀에 넣고, 압착 과정을 거쳐서 물을 제거하고 틀에서 분리 황촉규, 한지,
시켜 꺼내고 건조과정을 거친다.
ET

대야 등

만든 작품은 다음시간에 채색을 하여 전시회를 열어본다. 만든 작품에 향을 첨가해보

자.

한지의 산과 염기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CD 지시약을 통해서 한지의 특징을 정리해본다.
마무리
- 산과 염기의 반응을 활용하여 한지에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보자.
(5 분)
ET 한지가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 한지 화석 모형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한지의 예술적 가치를 설명해보자.

지도상
유의점

Tip!

약품을 사용할 때 안전에 주의하여 실험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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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소주제

한(韓)지를 이용하여 만들지!
(Mission 창의적인 한지 샌들 제작 프로젝트)

차시

4~5차시

과목
기술 과학
(단원)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
교육 로 해결한다.
과정 [12기가05-04] 제품 개발을 위해서 설계의 기초를 이해하고 구상도와 투상도 등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가)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

학습
(나) 제품 디자인의 개념과 다양한 가치를 이해한다.
목표

(다) 다양한 디자인에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생각해 본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샌들의 특징을 발표해보자.
한결이는 전주의 한낮 기온이 38℃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좀더 편하고 시

Co

도입 원한 샌들을 찾고 있었다. 기술시간에 배운 문제 확인 기법과 확산적 사고를 바탕으로
활동지
(5분) 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샌들은 인체공학적 요소 외에도 기하학과
같은 수학, 하중을 고려한 과학 요소 외에 심미성을 추구하는 예술적 융합한 창의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뛰어도 끊어지지 않는 창의적인 한지 샌들을 팀별로 제작해
보자.
자신의 발사이즈에 맞게 한지 샌들 기본 틀을 제작한다.

CD

(재료:마분지,한지,끈,스티로폼 구 등)
<활동지4> 창의적인 한지 샌들 제작 프로젝트
 이때 샌들을 경사면 실험 장치에 올려놓았을 때 쉽게 내려가지 않도록 마찰
을 고려하여 제작해야한다.
- 반드시 밑판의 두께가 2cm 이상으로 제작한다.

두꺼운

마분

지, 한지, 한지
끈, 색종이, 스

- 두꺼운 마분지나 스티로폼 구를 적극 활용한다.

티로폼 구, 다
학습
Tip!
런닝화나
운동화의
뒷굽에
많이
적용되어
있다.
양한 색의 싸
활동
(80분)  조별 제작시 다양한 형태의 샌들을 제작하기 위해 샌들의 왼쪽, 오른쪽 인펜, 칼, 가
디자인이 반드시 달라지도록 제작해서 가장 최적의 형태가 무엇인지 발표해 보 위, 딱풀, 송
곳, 스테이플

자.

제작된 한지 샌들 발표회를 열어보자.

ET

자신의 한지 샌들의 장점과 기술을 열거해보고, 가장 창의적인 형태의 작품
을 선발해보자.
20m 거리를 20초 안에 들어오는 한지 샌들을 신고 뛰어 보자.
 우리 팀의 한지 샌들 미션의 결과를 발표해보자.

마무리
(5분)
지도상
유의점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팀에서 사용한 방법이나 갈등을 극복한 사례에 대해 발표
해 본다.

ET

Tip!

송곳이나 칼 등을 사용할 때 안전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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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7.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1차시 한(韓)지의 모든 것

학생활동1 한지의 역사적 특징은 무엇일까?

☑ 전주한지박물관 http://www.hanjimuseum.co.kr/
☑ 한지의 제조과정 http://www.youtube.com/watch?v=J-8HD6-YAVI(2분 50초)
☑ 한문화 : 한지의 과학적 특징 http://www.youtube.com/watch?v=JVbU6ePR_9Y(22분21초)

⇨ 한지박물관 웹사이트를 참고로 아래 물음에 답해보자.
1. 한지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닥나무 껍질을 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

2. 한지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나요?
105년 중국 후한시대 채륜에 의해 개량된 종이생산 기술은 이후 한반도에도 전해졌으며 비슷한 시기 한반도에서도 종이
와 비슷하게 쓰였던 재료가 발견 되었다는 얘기가 전하는 것을 보아, 아마도 한반도에서도 채륜에 의한 개량시기에 앞서
종이가 쓰였으리라 추측된다.

3. 삼국시대의 발전된 종이생산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세요.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통일신라시대의 문물제도를 계승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중국의 송과도 사질을 교환하면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고, 불교의 의서, 사서를 비롯한 서적풀판이 활발해 문종시대에는 서적점(書籍店)이라는 기관을 설치했으
며, 각 고을에 닥나무를 심도록 권장 했다.

4. 고려시대 한지와 문화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통일신라시대의 문물제도를 계승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중국의 송과도 사질을 교환하면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고, 불교의 의서, 사서를 비롯한 서적풀판이 활발해 문종시대에는 서적점(書籍店)이라는 기관을 설치했으며,
각 고을에 닥나무를 심도록 권장 했다.

5. 조선시대 한지는 고려시대에 비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종이의 수요가 활자의 수요와 함께 증가해 제반 수공업 중 가장 발달된 부분이 되어 종이의 품질
도 우수해졌을 뿐 아니라 생산량도 많아 제지업은 중요한 산업으로 굳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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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2차시 한(韓)지의 제작원료 및 특징

학생활동2 한지의 산과 염기

☑ 준비물 : 지시약, 비이커, 분쇄기 또는 막자사발, 증류수
☑ 방법
① 한지A4와 일반복사지를 같은 양으로 각각 막자사발에 잘게 부수어 넣는다.
② 증류수 20㎖를 각각 넣고 함께 으깬다.
③ 지시약 또는 시험지를 이용하여 산, 염기를 측정한다.
☑ 참고 : 리트머스시험지 또는 뉴트랄레드(neutral red) 산성(빨강) 염기성(노랑) Bromthymol Blue(BTB) -

⇨ 약품구입(참사이언스몰) http://www.charmscience.co.kr/
1. 한지의 색깔은 어떻게 되는가?
약알칼리성으로 노란색에서 초록색 계열을 띤다.

2. 일반 A4종이와 차이가 있는가?
일반 A4 종이와 비교했을 때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3.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pH가 중성이거나 염기성인 종이의 물성이 전반적으로 뛰어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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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생활동4

5~6차시 Mission 창의적인 한지 샌들 제작 프로젝트
창의적인 한지 샌들 제작 프로젝트

1.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한 STEAM 영역 간 융합 선정 이유와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보세요.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에서 제작한 창의적인 샌들의 특징을 설명해보세요.

3.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팀원끼리의 역할 분담을 기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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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자료
차시
참고자료
1. 한지
한지(韓紙)는 한국 고대의 종이로 중국의 제지술을 도입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켰고, 그 품질 또한 매
우 우수하였다. 닥나무, 삼지닥나무, 안피나무, 뽕나무 등의 껍질을 원료로 하여 뜨며, 품질에 따라
백지, 장지, 각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창호지, 복사지, 화선지, 태지로도 분류할 수
있다. 현존하는 최고의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이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
해주고 있다.
① 삼국시대 - 초기 우리나라의 제지기술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멧돌을 사용하여 섬유를 질게 갈아서
종이를 만들었으나, 그 후 서기 610년 전후로 우리나라 한지가 중국의 화지와 차별되었다.
② 고려시대 - 불교문화의 발달로 종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종이문화가 급속하게 발전된 시기이
다. 두껍고 질기며 광택 있는 종이를 선호 하였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닥나무의 수급을 위해 국가
가 종이의 생산을 계획, 관리했다. 고려 시대의 종이는 종이에 다듬이질을 했고, 노란색이나 감색
으로 염색한 가공지가 많았다.
③ 조선시대 - 조선시대 전기에는 원료와 기술의 다양화 및 용도의 대중화로 우리나라 제지기술이
다양하게 응용되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여러 전란 등 시대상황의 악화로 제지기술이 획일화 되
며 우리나라 제지기술의 쇠퇴기라 할 수 있다.
2. 한지 제작 과정
1) 닥나무 채취
닥나무는 한지의 원료이다. 닥나무 재배의 최적지인 중부내륙의 기후와 사
질양토 그리고 햇볕이 풍부하여, 섬유질이 많은 닥나무가 재배되었다.
닥나무는 다년생으로 1년에 3미터 이상 자라고, 매년 자란 가지를 자르
면 또 자란다. 채취 시기는 늦은 가을이 좋으며, 이 때 닥나무에 리그닌
과 홀로셀룰로이즈 성분이 많다. 한지의 특성은 강하고, 질기며, 부드럽
닥나무 채취

고, 300여 색상의 다양한 색한지를 생산한다.

2) 닥나무 껍질 벗기기
한지의 원료는 닥나무껍질을 벗기면 나오는 안쪽의 섬유질이다. 닥나무껍질
은 섬유질이 많고 매우 질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껍질로 팽이
채를 만들어 놀이기구로도 사용했다. 닥나무 껍질 벗기기 작업은 주로
겨울철에 어머니들이 냇가에서 했다.

3) 닥나무 껍질 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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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나무 껍질 안쪽 섬유질을 300도 온도에서 4시간 푹 삶으면, 섬유질이
매우 부드러워 진다. 삶을 때에는 콩껍질을 태워 만든 잿물을 섞는다. 잿
물은 표백제의 역할도 하며, 알칼리성 성분으로 인해 천년이 가도 한지가
변하지 않는다. 흑피와 청피를 제거한 백피를 맑은 물에서 하루 정도 잘
불린 후 잿물에 넣어 4~5시간 푹 삶는다. 잿물은 주로 콩대, 메밀대, 짚
등을 태운 재를 따뜻한 물에 우려 걸러서 사용한다. 잿물을 내릴 때는 밑
에 구망을 낸 항아리 안에 나무와 망을 걸쳐놓고 재를 넣은 뒤 40~50도의 따뜻한 물을 부어 잿물을
내리며 이때 구멍 앞에 망을쳐서 불순물을 걸러 내어 쓴다. 이 알칼리성 잿물로 인해 한지를 PH9.5
정도의 약알칼리성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화학적 성질은 종이의 산화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4) 닥나무 껍질 씻기
산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깨끗한 물에 3일정도 담가 두어 씻으면 닥나무 껍
질이 표백되며 하얗게 된다. 닥나무껍질 씻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
끗한 물이다.
잘 삶아진 닥은 7~8시간 정도 솥에서 뜸을 들인 후 흐르는 맑은 물에 3~4
일 정도 담가둔다. 이때 줄낫 등으로 잘 추슬러 주면 좋다. 이 과정에서
섬유질 이외에 당분, 회분, 기름기 등을 다시 한번 없애준다. 특히 물속
에 담그고 햇볕을 쐬우는 경우는 흐르는 물속에 백피를 펼쳐놓고 원료 전체에 햇볕이 골고루 내려
쬐도록 자주 고르게 섞어 뒤집어 주면 백피가 더욱 하얗게 된다. 이 과정은 물속에서 햇빛의 작용
으로 오존, 과산화수소가 발생하여 산화 표백하는 것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섬유가 손상 받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씻기와 햇볕 쐬우기는 주로 물의 온도가
낮은 겨울에 이루어진다.
5) 닥나무 껍질 두드리기
원료를 두드리기 전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표피에 남아 있는 티를 일일이
골라 제거한다. 표백약품을 이용하여 티를 제거할 수 있으나 표백약품
사용이 섬유에 손상을 입히므로 전통한지 제조 시에는 반드시 티를 제
거하는 작업을 거친다. 하루 종일 티를 골라내더라도 얻을 수 있는 깨끗
한 닥의 양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이 과정에 시간과 인력을 많이 투자해
야 한다. 영세한 한지공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투자가 어렵기 때문
에 닥을 삶을 때 가성소다를 넣어 잡티를 표백해 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
게 만든 종이는 강하고 질긴 한지 특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된다.
산의 깨끗한 물로 씻은 닥나무섬유질을 나무판위에 올려놓고 나무 방망이로 두드린다. 닥나무섬
유질은 두드릴수록 질겨지고 부드러워진다. 솜털처럼 될 때까지 두드린다.
원료를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나무 방망이로 2~3시간 두드려 섬유가 풀어지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한지와 서양지의 차이가 있다. 서양지에는 아마(亞麻)섬유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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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밤낮으로 두드리지 않으면 섬유가 풀어지지 않는다. 이 공정에서 섬유가 많이 손상되고
섬유사이의 접척력도 닥종이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닥섬유는 물에 젖으면 유연성이 커지고 섬유
혹은 종이끼리의 접착력이 우수해 다른 종류의 종이와도 잘 접착한다. 한편 좀 더 고급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리 하는 과정에서 섬유를 조금씩 물에 풀어 여러 번 잘 흔들어 다시 한번 더
티를 제거한다.
티 제거 시 섬유의 표백도 같이 해주는데 원료를 흐르는 물에 치어망을 놓고 계속해서 풀어 나가
면 섬유속에 남아 있는 잿물성분과 리그닌이 서서히 제거되어 발색이 더욱더 희게 된다. 이런 과
정을 2~3회 반복한다.
6) 닥나무 껍질에 닥풀풀기
닥풀은 아욱과에 속하는 1년생 풀로 황촉규라고도 한다. 닥풀은 뿌리에
점액이 많기 때문에 물속에 놓아두면 끈끈한 점액이 만들어 진다. 닥풀
은 한지 뜰 때 접착제 역할을 하여 얇은 한지가 만들어 진다. 지통에 닥
나무껍질을 두드려 만든 섬유질과 황촉규 점액을 섞는 모습이다.

7) 한지 뜨기
대나무를 아주 잘게 떠서 촘촘하게 엮어 만든 발로 한지를 뜬다. 그림은
한지외발뜨기로 한지발은 외발뜨기와 가두어서 뜨는 쌍발뜨기가 있다.
한지 일반색지 한장의 무게는 22그람-25그람이며, 일반크기는93/63센
치미터이다. 한지 안경지는 12그람이며, 아트지, 벽지는 80그람, 142/74
센치 등 다양한 한지가 손으로 만들어 진다.
닥섬유와 닥풀을 수조에 넣고 막대기로 저어 섬유의 엉킴을 풀어준 뒤 부유
하는 섬유를 발로 건져내는 것을 수초(手抄)라 하는데 수초법에는 전통기법인 흘림뜨기(외발뜨기)
와 개량기법인 가둠뜨기(쌍발뜨기)가 있다. 흘림뜨기는 섬유를 자유롭게 흘려보내면서 탈수를 하
기 때문에 주로 수평적인 탈수를 하는 특징이 있고 가둠뜨기는 섬유를 틀 안에 채워 수직 방향으
로 탈수를 한다. 흘림뜨기로 제조한 종이는 두께가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결지해 한 장의 종이를 만드는데 섬유가 대각선 방향으로 배열돼 종횡으로의
강도 차이가 적어 가둠뜨기로 만든 종이에 비해 질기다. 수초한 종이를 나무판 위에 포개어 쌓고
그 위에 나무판을 얹은 후 무거운 돌을 올려놓거나 지렛대로 눌러 하룻밤 동안 물기를 빼준다.
8) 한지 말리기
한지말리기는 햇볕이 있는 곳에서 말리는 방법, 불을 때는 방바닥에서
말리는 방법, 스팀으로 말리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다. 햇볕에 말리
면 표백효과도 있다. 말린 후에는 여러 장의 한지를 포개어서 나무방망
이로 두드리면 한지가 부드러워진다.
한지의 전통적인 건조법은 습지를 온돌방 방바닥에 펴서 비로 쓸어 가면서
말리거나, 아니면 벽에다 부쳐서 말리거나 나무판에 붙여서 일광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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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비가 올 때는 장판이나 흙벽에 붙여서 건조시키기도 했는데 현재는 철판에 열을 가해 건
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철분 오염의 우려가 있고 건조 온도가 높아 빨리
건조되므로 목판건조에 비해 신축률이 떨어지며 수분함량이 낮아 종이가 딱딱해 진다. 또한 건조
시에 베어 나오는 철판의 녹 때문에 종이 산화 촉진의 원인이 된다.
3. 한지의 종류
조선지의 종류는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궐공조]에 의하면 한지를 원
료, 색상, 형태,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원료에 의한 분류
고정지(藁精紙) : 구리 짚을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
등지(藤 紙) : 등나무를 원료로 만든 종이
마골지(麻骨紙) : 마의 대를 잘개 부수어 섞어 만든 종이
마분지(馬糞紙) : 짚을 잘개 부수어 섞어 만든 종이
분백지(粉白紙) : 분을 먹인 흰 종이
상 지(桑 紙) : 뽕나무 껍질을 섞어 만든 종이
송엽지(松葉紙) : 솔잎을 자게 부수어 섞어 만든 종이
송피지(松皮紙) : 닥나무에 소나무 속껍질을 섞어만든 종이
유목지(柳木紙) : 버드나무를 잘게 부수어 섞어 만든 종이
유엽지(柳葉紙) : 버드나무 잎을 섞어 만든 종이
태장지(苔壯紙) : 털과 같이 가는 해초를 섞어 만든 종이
태 지(苔 紙) : 이끼를 섞어 만든 종이
황마지(黃麻紙) : 황마를 섞어 만든 종이
백면지(白綿紙) : 다른 원료와 목화를 섞어 만든 종이
2) 크기, 두께에 따라
각지(角紙) : 가장 두꺼운 종이
강갱지 : 넓고 두꺼운 종이
대호지(大好紙) : 품질이 그리 좋지 않은 넓고 긴 종이
삼첩지(三疊紙) : 백지보다 두껍고 장황이 크고 누런 종이
선익지 : 두께가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종이
장지(壯紙) : 좁고 짧은 종이
대발지 : 2尺×3尺7寸의 대발로 뜬 종이
중발지 : 1尺9寸×3尺3寸의 중발로 뜬 종이
소발지 : 1尺7寸×3尺의 소발로 뜬 종이

3) 용도에 따라
간 지(簡 紙) : 편지 등에 쓰이는 두루마리 종이를 말한다
갑의지(甲衣紙) : 병졸들이 겨울옷 속에 솜대신 넣었던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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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교지(官敎紙) : 나라 또는 관아에서 교지 명령을 내릴 때 썼던 종이
도배지(塗褙紙) : 도배용으로 썼던 종이
배접지(褙接紙) : 화선지 등 종이 뒷면에 붙여썼던 종이
봉물지(封物紙) : 봉물에 썼던 종이
상소지(上疏紙) : 상소를 올릴 때 썼던 종이
선자지(扇子紙) : 부채를 만드는데 쓰이던 종이
소 지(燒 紙) : 신에게 소원할 떄 태워 올리는 종이
시전지(詩箋紙) : 한시를 썼던 종이
시 지(試 紙) : 과거시험 칠 때 썼던 종이
장판지(壯版紙) : 방바닥을 바르는 종이
저주지(楮注紙) : 주화를 만들었던 종이
족보지(族譜紙) : 족보를 만들 때 썼던 종이
주유지(注油紙) : 양산을 만드는데 썼던 종이
창호지(窓戶紙) : 문을 바르는 종이
책 지(冊 紙) : 책 만드는데 썼던 종이
표 지(表 紙) : 책의 표지로 썼던 종이
피 지(皮 紙) : 피닥지로 만든 질이 낮은 종이
화본지(畵本紙) : 글체의 본을 썼던 종이
화선지(畵宣紙) : 그림이나 글을 썼던 종이
혼서지(婚書紙) : 혼서를 썼던 종이
4) 색채에 의한 분류
운화지(雲花紙) : 강원도 평강(平康)에서 나는 백색의 닥종이로, 구름과 같이 희다는 데서 나온 명칭이
다
죽청지(竹靑紙) : 대나무 속껍질처럼 희고 얇은데서 나온 명칭이다.
황 지(黃 紙) : 고정지 또는 그와 같이 누런 빛깔의 종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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