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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019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운영
(유형1) STEAM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통한 확산 모델 개발 ( )
- 선행 프로그램명:
(유형2) 다양한 교과 간 협동 연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신규 개발 ( √ )
프로그램명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유형

과
제
개
요

STEAM
프로그램
구분

학교급

고

대상 학년(군)

1학년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고등학교 1학년] 지구시스템, 역학적시스템, 생태계와 환경
성취기준 영역

연계과목

수학
정보
체육

[고등학교 1학년] 방정식과 부등식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정보문화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학년] 표현

연구기간

2019.5.16. ~ 2019.11.30.

연 구 비

일금사백만원(￦4,000,000)

참여연구원

5명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4명)
연구 수행자에 관한 사항

구분

소속 학교명

담당과목

직위

성명

연구책임자

만경여고

과학

교사

전병기

공동연구원

만경여고

정보

교사

김미경

공동연구원

영생고

과학

교사

유종수

공동연구원

서전주중

과학

교사

황수진

공동연구원

안천초

체육

교사

성지만

2019년도 정부의 R&D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를 운영한 중간 결과로써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15 일

연구책임자 : 전 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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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이 보고서는 201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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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계절은 한 해를 비슷한 기상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단위로 구분한 것이다. 우리가 사는 북반구의
온대 지방에서는 보통 한 해를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네 계절로 나눈다. 계절의 변화가 생겨나는

원인은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면에 대하여 약 23.5˚ 기울어진 채로 자전하면서 태양의 둘레를 돌기
때문이다. 계절의 변화는 태양의 고도 및 낮의 길이와 큰 관계가 있다.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와 정반
대의 계절 변화를 보인다. 북반구의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은 남반구에서는 가을

·

겨울

·

봄

·

여

름이다.
봄!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짐에 따라 미세먼지
로 인해 다양한 생활 속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실제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따라
서 과학적으로 황사와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접근하여 과학적 개념을 습득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자
유롭기 위해 미세먼지가 해치고 있는 나와 우리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실내운동을 찾아
보고,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실제적 방법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많은 날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포스터 제
작을 통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여름, 더위로 인해 다양한 생활 속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실제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더위가 무엇인지 접근하여 과학적
개념을 습득하고, 더위로부터 생존해나가기 위해, 더위가 해치고 있는 나와 우리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생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 방법에 대해 조
사·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
서 많이 사용하고 남은 아이스팩을 재활용한 에어컨

제작을 통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문

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가을!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청명하다. 높고 푸르른 하늘과 가을 날씨의 영향을 받은 예술작품이

많이 있다. 가을과 관련된 사자성어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천고마비이다. 이러한 사자성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과학적으로 우리나라 가을 날씨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과학적 개
념을 습득하고, 가을에는 왜 말이 살찌게 되는지 과학적인 과정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가을에 살찌지 않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 한반도를 강타하는 겨울, 추위로 인해 여러 가지 생활 속 불편함을 겪고 있으
며, 건강을 위협하는 실제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추위와 한파가 무엇인지 접근
하여 과학적 개념을 습득하고, 추위로부터 생존해나가기 위해, 추위가 해치고 있는 나와 우리의 건
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생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 방
법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추위를 이기는 다양한 재료, 방법들을 찾아 그 안에 공통적으로 활
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파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개인
적·사회적·국가적·범지구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지구의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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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훌륭한 인재는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미래는 어떤 미래일가?

「21세기

스킬(Skills)」에서는 “현재에 없는 일을 하

고,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들로 이루어진
경제를 살아가야할 학생들에게 STEAM 교육을 해야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학생들은 18세와 42세 사이에 11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사람이 가지는 직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핵심 스
킬 위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학생들
이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우리 연구회는 STEAM 수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 융합과학 대회 등에 참가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에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
용해본다면 STEAM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육적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본 교사연구회는 계절(season)이라는 주제로 STEAM 수업을 개발하여 계절별 또는
월별로 STEAM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수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연구 수행 내용

◦ 연구 수행
1) 국내외 문헌조사 및 각종 연수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 영재 전문연수, STEAM 입문연수 등
2) STEAM 프로그램 개발
- 봄, 여름, 가을, 겨울 차시 개발 중
3)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적용 방안 연구
- 협의회 3회 실시
4) 프로그램 적용
- 공개 수업 실시
5) 피드백
- 협의회, 태도, 만족도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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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요 내용
- 대주제: 계절
·

소주제➀: 봄

·

소주제➁: 여름

·

소주제➂: 가을

·

소주제➃: 겨울

- 각 계절별 과학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을 통하여 학생들

이 실생활 속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STEAM 수업에 참여하도록 함.
프로그램명
학교급

고

중심과목

과학

성취기준 영역

수학
정보
체육
주제
연번
1
2
3
4

[고등학교 1학년] 방정식과 부등식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정보문화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학년] 표현
차시
과목 연계(안)
(시수)
8
과학(2) + 정보(2) + (과학(2) + 과학(2)
8
과학(2) + 체육(1) + 정보(1)
8
과학(2) + 정보(1)+ 체육(1)
8
과학(3) + 정보(1)

연계과목
STEAM
프로그램
구분
개발결과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대상 학년(군)
1 년
[고등학교 1학년] 지구시스템, 역학적시스템, 생태계와
환경

적용결과 ※

4. 연구 수행 결과

◦연구 수행 결과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학생 태도검사

사전검사

수행 계획
총 32차시
2019. 9. 23. ~ 2019. 11. 15.
서전주중 재학생 30명
만경여고 1학년 재학생 16명
영생고 1학년 재학생 30명
9월 19일, 서전주중, 만경여고(46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10월 29일 URL 검사 실시
10월 29일 URL 검사 실시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2019. 9. 11 공개수업 실시(만경여고)

논문 또는 학술대회

해당 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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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명)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8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0통과08-03] 생태계와 환경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0통과04-02] 지구 시스템

(정보)

[10통과03-01] 역학적 시스템
[6과11-02] 빛과 렌즈
2

8

—03]

(정보) [9정02

[9과23-02] 별과 우주
[10통과08-03] 생태계와 환경
[10통과04-02] 지구 시스템

3

8

(정보)

[6과14-01] 계절의 변화
[10통과05-01] 생명 시스템
[10통과08-04] 생태계와 환경

4

8

[10과탐03-02] 첨단과학탐구

(정보)

[9과02-04] 여러 가지 힘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32차시)
차시

주
주제(단원)명

8

1-2 차시:
3-4 차시:
5-6 차시:
7-8 차시:
1-2 차시:
3-4 차시:
5-6 차시:
7-8 차시:
1-2 차시:
3-4 차시:
5-6 차시:
7-8 차시:
1-2 차시:
3-4 차시:
5-6 차시:
7-8 차시:

봄: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내 건강을 지키자!

여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

가을: ‘天高馬肥’너를 알고 나를 알면 살 뺄 수 있다.

가을이
가을철
가을의
단풍이

주제(단원)명
8

용

아이스팩으로 에어컨 만들기
물 속에서의 빛의 굴절
여름 휴가지와 정보의 구조화
여름 은하수가 잘 보이는 이유?

주제(단원)명
8

내

황사와 미세먼지 알아보기
미세먼지 측정기 만들기
우리 지역의 생태계 환경과 보전
계절과 행성의 운동

주제(단원)명
8

요

청명한
태양의
실시간
물드는

이유, 가을에 살찌는 이유
고도
검색어 순위
이유

겨울: 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 스마트등 만들기
난방비 제로 교실 만들기
겨울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 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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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야기 :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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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과목명

엘니뇨, 사막화 등과 같은 현상이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

2

통합과학

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
아 토론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상황제시(Co)

오늘 외부 체육활동 가능할까로 도입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 공감하기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OX퀴즈

창의적
1-2

설계(CD)

우리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시간에 따른 미세먼지의 농
도 차이 추론하기
미세먼지 위해성과 미세먼지 막을 수 있는 방법 조사·발표하기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할 수 있는 실내운동 조사하기

감성적
체험(ET)

미세먼지 많은 날 행동요령에 대한 토의 및 홍보 포스터 제작하기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 1학년
엘니뇨, 사막화 등과 같은 현상이 지

중심과목

중심과목

[10통과08-03] 생태계와 환경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 토
론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차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

2/8 차시

미세먼지로부터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조사·토론하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
S

STEAM
요소

개발의도

우리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시간에 따른 미세먼지의 농도 차이 추론
하기

미세먼지 막을 수 있는 과학적 방법 조사·발표
T
E
A 홍보 포스터 제작하기
M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STEAM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짐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해 다양한
생활 속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실제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황사와 미세
먼지가 무엇인지 접근하여 과학적 개념을 습득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미세먼지가 해치고 있는
나와 우리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실내운동을 찾아보고,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실제적 방법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많은 날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포스터 제작을 통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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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Co

상황 제시

감성적 체험

CD

학습과정

창의적 설계

Tip!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오늘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할 수 있을까?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우리
동네 미세먼지 대한 실시간 데이터 현황 확인하기
도입(10분)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 공감하기
-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보고,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 인

웹사이트 정보
우리동네
대기정보
http://www.air
korea.or.kr/w
eb

해 불편하였던 경험 이야기하기
CD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기

-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O,X 퀴즈를 통해 황사와 미세먼 기상청 날씨누리
지의 차이점, 미세먼지의 종류와 특징, 농도 등을 이해하기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우리
동네 미세먼지 대한 실시간 데이터 현황 확인하기
-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의 농도 차

황
사
http://www.we
ather.go.kr/we
ather/asiandu
st/graph.jsp

이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차이나는 이유 추론하기
CD

전개(60분)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발표하기
-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해 조사하기
-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기 ; 미세먼
지 극복을 위한 제도와 국제 협력
- 미세먼지 많은 날 행동요령 조사하기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CD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할 수 있는 실내운동 조사하기

- 웨이트운동, 요가운동, 계단오르기 및 걷기운동, 농구 등
미세먼지가 많은 날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고, 홍보 포스
정리(30분)

터 제작하기
- 모둠별로 미세먼지 많은 날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기
- 이를 바탕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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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모

둠

주

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학습목표

1.

이

름

활동일시

년

월

일

교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조사·토론하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에어코리아 웹페이지에서 우리동네 대기정보 확인하기

(또는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앱(우리동네대기질, 대기오염정보)에서 우리동네 대기정보 확인하기)

2.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 이야기하기
참고 동영상 자료 : EBS 특집 다큐멘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미세먼지의 습격“
1) 미세먼지는 인체에 무해한가?

2)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3) 미세먼지로 인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불편함을 이야기해보자.

3. 황사와 미세먼지 OX 퀴즈
문제1. 황사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이다. 〔O, X〕
문제2. 미세먼지는 겨울이 여름보다 더 많다. 〔O, X〕
문제3. PM10이 PM2.5보다 큰 미세먼지를 나타낸다. 〔O, X〕
문제4.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온다. 〔O, X〕
문제5. 미세먼지는 생태계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O, X〕
문제6. 미세먼지가 많아져도 공장과 같은 산업에는 피해가 없다. 〔O, X〕
문제7.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흙먼지뿐이다. 〔O, X〕
문제8. 기존의 자동차를 타면서도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O, X〕
문제9. 미세먼지 예보가 방송, 인터넷으로 알려질 때, PM2.5와 PM10 둘 다 제공된다. 〔O, X〕
문제10. 미세먼지도 위험을 알리는 제도가 있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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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어코리아 웹페이지에서 우리동네 대기정보 확인하기

1) 시·도별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찾아 기록해보기
① 실시간 자료조회→시도별 대기정보→PM10, PM2.5

② 메인 화면→시도별 대기/경보 정보 클릭 시 지도로

선택 가능

확인 가능

2)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를 찾아 기록해보기
실시간 자료조회→실시간 대기정보→우리동네 또는 우리학교 주변 대기 정보 선택 가능→지역명 또는 학교명 검색
→측정자료 조회→데이터 구분:시간, 조회기간 1~24시간 선택 후 검색→데이터 또는 그래프로 확인 가능

3) 지역에 따른 미세먼지의 농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추론해보자.

4)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의 농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추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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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미세먼지의 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
(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
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1) PM10은 먼지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것으로 ( 미세먼지 )를,
PM2.5는 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것으로 ( 초미세먼지 )를 뜻합니다.
2) 미세먼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길이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 ㎛(마이크로미터) )
3) 미세먼지의 크기인 10㎛는 1cm의 몇 배입니까? (


배 )



6.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조사해보자.

7.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해보자.
1)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제도

2)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 제도

3)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서, 실생활에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8. 미세먼지가 많은 날 행동요령
1) 미세먼지 많은 날 행동요령에 대해 조사·토론하기

2) 미세먼지 많은 날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포스터 제작하기
(예시) ① 기획 :
② 제작-역할나누기 :
③ 홍보방법 생각해보기 :
④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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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활동지(교사용)
1.

에어코리아 웹페이지에서 우리동네 대기정보 확인하기

웹사이트: http://www.airkorea.or.kr/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전국 실시간 대기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다.
1) 시·도별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① 실시간 자료조회→시도별 대기정보→PM10, PM2.5

② 메인 화면→시도별 대기/경보 정보 클릭 시 지도로

선택 가능

확인 가능

2)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자료조회→실시간 대기정보→우리동네 또는 우리학교 주변 대기 정보 선택 가능→지역명 또는 학교명 검색→측
정자료 조회→데이터 구분:시간, 조회기간 1~24시간 선택 후 검색→데이터 또는 그래프로 확인 가능

2. 미세먼지 앱을 이용하여 우리동네 대기정보 확인하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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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동네대기질(AirKorea)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과 협력을 통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시도별 대기현황, 내일의 대기정보 등 다양한 대기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고,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다.

시도별 대기현황을 물질별로 한

내일의 대기정보를 물질별로 한

대기오염배움터에서 대기오염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요

눈에 볼 수 있다.

눈에 볼 수 있다.

질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령 등을 알아볼 수 있다.

2) 대기오염정보(CAI)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정보를 사용하여 대기오염
과 미세먼지 상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위치에서의 대기 정보를

시도별 대기 정보를 물질별로

3일간의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

알아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3. 동영상 자료 : EBS 특집 다큐멘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미세먼지의 습격“
http://www.ebs.co.kr/tv/show?courseId=BP0PAPB0000000005&stepId=01BP0PAPB0000000005&lectId=10176899

미세먼지의 인체 유해도를 보여주는 영상이다. 미세먼지를 주입한 쥐 실험, 전문가 인터뷰, 대기질 측정 실험
등을 통해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 유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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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OX 퀴즈
문제 1. 황사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이다. → X
황사란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지대와 황토고원(총 262만㎢, 한 반도의 약 12배)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발생하는 경우 휩쓸려 올라 간 미세한 흙먼지가 장거리를 이동하여 우리나라의 지상으로 내려옴으로써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3∼5월경에 많이 발생한다. 때로는 강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태평
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가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로 자연 토양성분이 주를 이루는 황사는 주로 화석연료 연소, 공장 · 자동차 배출가스 등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며 탄소류 ·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와는 다르다.
문제2. 미세먼지는 겨울이 여름보다 더 많다. → O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봄에는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황사를 동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가 많이 내
리는 여름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씻겨 제거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가을에는
비교적 대기의 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겨울에는 난방 등 연료사용이 증가해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문제3. PM10이 PM2.5보다 큰 미세먼지를 나타낸다. → O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10,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로 표기한다. 따라서 PM2.5가
PM10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를 나타낸다.
문제4.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온다. → X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내에 있는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도 발생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자연적인 발생
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인위적인 발생원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생기는 먼지,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
문제5. 미세먼지는 생태계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 X
미세먼지는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대기 중 이산화황(SO2)이나 이산화질소(NO2)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
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킨다. 그러면 토양이 황폐화되고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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뮴과 같은 중금속이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에 묻게 되면 농작물이나 토양, 수생 생물에도 피해가 생기게 된다.
문제6. 미세먼지가 많아져도 공장과 같은 산업에는 피해가 없다. → X
미세먼지는 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가로·세로 높이 30cm 공간에 0.1㎍의 먼지
입자가 1개 이상 노출될 경우 불량품이 증가한다. 자동차 설비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오작동 피해가 있고,
가시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기나 여객선 운항도 어려워진다.
문제8. 기존의 자동차를 타면서도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 O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방법이 있다. DPF는 디젤 입자상 물질 여과
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의 약어로,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입자상 물질을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의 일종이다. DOC는 디젤산화촉매장치(Diesel Oxidation Catalyst)의 약어로 배출가
스가 촉매유로를 통과하는 동안 촉매의 활성반응에 의해 유해배출물질을 산화시켜 입자상 물질 뿐만 아니라 가스
상 물질(CO, THC, NOχ)를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이다.
문제9. 미세먼지 예보가 방송, 인터넷으로 알려질 때, PM2.5와 PM10 둘 다 제공된다. → X
미세먼지 예보는 PM2.5와 PM10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대기질 전망을 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알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생육, 산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오
염을 줄이는 데 있어 국민의 참여를 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세먼지 오염도를 기상정보와 대기예측모델 등을 활
용하여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예보합니다.
문제10. 미세먼지도 위험을 알리는 제도가 있다. → O
미세먼지 경보제가 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
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미세먼지 예보는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하
여 발표하는 반면, 미세먼지 경보는 실제 발생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일 경우에 발령하는 제도라는 차이
가 있다. PM10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
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 경보를 발령한다. PM2.5의 경우 해당지역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 경보를 발령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나쁨” 이상 예보(17시 기준),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인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미세먼지 1시간 농도 “나쁨” 이상인 경우,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인 경우 고농
도 미세먼지 발생이라고 합니다.

5. 읽기자료 ①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먼지와 미세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 ·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 18 -

2019 STEAM 교사 연구회 :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하였다.
미세먼지의 성분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 6개 주요지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구성비율은 대기오염물질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가 58.3%로 가장
높고, 탄소류와 검댕 16.8%, 광물 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미세먼지 발생분이 적은 백령도에서는 탄소류와
검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처 :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미세먼지의 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
(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
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1) PM10은 먼지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것으로 ( 미세먼지 )를,
PM2.5는 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것으로 ( 초미세먼지 )를 뜻합니다.
2) 미세먼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길이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 ㎛(마이크로미터) )
3) 미세먼지의 크기인 10㎛는 1cm의 몇 배입니까? (


배 )



6. 읽기자료 ②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처법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연일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내에 흡수되어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폐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생태계, 산업활동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와 같은 미세먼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보통 먼지의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걸러지지 않고 우리 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 미세먼지의 농도와 성분이 동일하다면, 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일수록 더 건강에 해롭다. 그 이
유는 입자크기가 작아 체내 침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같은 농도일 경우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른 유해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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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각종 호흡기 실환, 심혈관계 질환 등을 들 수 있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
되게 되면 호흡곤란, 기침, 가래, 발열 등의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천식 발작이 일어난다. 미
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켜 협심증이나 뇌졸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PM2.5의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정도,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사망
률은 30-80% 증가한다고 한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인하대 연구팀의 연구결과에서는 서울에서 PM10농도가 10
㎍/㎥ 증가할 때마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0.4%씩 증가하고, PM2.5의 경우에는 1.1%씩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
하였다. 최근에는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나 유아, 임산부나 질병
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농작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에는 대기 중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이 흡착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
다. 산성비는 토양을 산성화시켜 토양이 점점 황폐화되며, 식생 분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세먼지 이동과정에서
미생물의 종류 및 밀도를 변화시켜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미세먼지에 흡착된 중금속은 땅이나 물을 오
염시키고 농작물에 농축될 수 있다. 잎의 기공을 막아 광합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는 가시거리를 좁혀 비행기의 운항에 지장을 주어 물자수송과 안전 운항에 악영향을 준다. 반도체 등의 정밀
산업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불량품의 비율이 높아지기도 한다. 야외생산, 레저, 스포츠 등 실외(Outdoor) 서비스산
업은 일시적으로 둔화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미세먼지 대처법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참조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호흡기관인 코와 입은 물로 자주 헹구는 것이 좋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마스크는 10㎛이상의 먼지를 걸러낼 수
있지만 그 이하의 먼지는 걸러내기 어렵다. 따라서 초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부 인증 마크가 있는 미세먼지용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물에 젖으면 정전기력이 떨어져 기능이 저하되고, 미세먼지 차단 필터가 손
상되기 쉽기 때문에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가정에서 청
소할 때에도 창문을 닫고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출처 :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7. 읽기자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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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농도를 낮추는 방법
실내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리나 청소이다. 집안에서 요리를 하면서
환기를 하지 않는 경우,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급증한다. 또한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많이 올라간다. 이는
환경부에서 예보하는 위험 수준보다 훨씬 높은 농도에
해당된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조리법 중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물은 끓으면 100℃에서 증발해 날아가는 반면,
기름은 끓는점이 높아 완전히 기화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
미세먼지로 떠돌아다니게 된다. 고등어의 경우, 기름(식용유)에
구울 뿐만 아니라 고등어 자체 내에 불포화지방이 많아 더
많은 미세 입자들을 발생시킨다.
조리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들이 대기 중의 다른 물질과 만나
반응해 생긴 미세먼지도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건강에 위해하다. 따라서 반드시 자연 환기를 하거나 환풍기, 공기 청정기 등을 활용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 환기이다.
출처 :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8. 읽기자료 ④

미세먼지 많은 날 운동방법- 백운효(경남대 스포츠과학과 학과장)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 운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야외운동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당장 괜찮아 보인다는 것이지 발암성 물질에
계속 노출될 경우 미래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루 이틀 쉰다고 운동 효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야외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운동시 평소보다 산소 이용량이 더 필요하지만 오염된 대기 중에는 산소량이 더 부족해 호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증가한다. 호흡기 및 기관지에 이런 먼지가 축적되면 각종
염증과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아와 노인 및 호흡기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에는 실내운동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레드밀, 사이클 등 각종 실내운동 기구에도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 신체피로 유발과 감각기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집안 공기 오염도 창문을 닫고 밀폐된 상태로 계속 놔뒀을 경우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바깥 운동을 삼가고, 실내체육관과 헬스장 및 집안에서 운동을 할 경우 환기를 자주
시키고, 물걸레 청소를 한 다음 운동하기를 권장한다. 요즘같이 장시간 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구 없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실내 오염도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싶다.
안전하고 극대화된 운동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센 강도로, 얼마나
자주하는가가 중요하며, 본인 체력에 맞는 운동을 위한 기본적인 운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동을 할 때 운동시간은 30분 미만, 운동강도는 중강도보다 낮게 하며 유산소운동보다는 무산소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호흡을 들이마실 때 코로 흡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온이 낮은 새벽과 밤은 공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더
많은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야외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낮시간 때를 이용하자. 실내에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견갑골을 이용한 흉각운동 및 고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근력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 후 척추를 잡아주는 코어운동, 하지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스쿼트와 런지 동작을 이용한 근력 운동으로 야외
운동을 대신할 수 있다.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과 매우 나쁨 날은 야외 운동을 삼가지만, 실내에서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과 폐 및
대사기능을 향상시키고,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다. 또한 유아, 청소년, 성인 및
노인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먹는 것만큼 중요하고, 보약보다 더 효과가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평상시에는 환기가 잘 되는 실내헬스장 및 야외에서 운동을 즐기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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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어린이·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
응 실무 매뉴얼
2. http://www.airkorea.or.kr/web 내 위치의 실시간 대기정보, 자료실 등 제공
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08289&cid=63166&categoryId=51020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미세먼지의 위험성
과 예방법은?
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09421&cid=63166&categoryId=51017 국민건강지식센터 건강칼럼 미세먼지 · 황사
의 위험성과 예방을 위한 가이드
5. http://www.me.go.kr/cleanair/index.do 환경부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한민국
6. https://www.vivasam.com/opendata/themeWebChannel2015Detail.do?idx=987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노력
7. http://www.airkorea.or.kr/web/board/3/428/?pMENU_NO=145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8.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277109&gubun= 미세먼지 많은 날 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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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미세먼지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미세먼지의
상

위해성과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발
표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할

1-2

수 있다.

미세먼지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미세먼지의
중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위해성과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
고, 먼지가 많은 날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할

하

모둠별 토론평가

미세먼지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수 있다.

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 학 습 주 제 :
☆ 자기 평가 시행 학생 :
평가방법

평가

평가

영역

요소

평가척도
3점 2점 1점

평가기준

지식의 이해도

나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지식을 잘 이해하였다.

스팀 수업 흥미도

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스팀 수업이 흥미로왔다

활동 참여의 태도

나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융합
자기평가
배려

합 계
특징 기록 :

☆ 학 습 주 제 :
☆ 평가 시행 학생 :
★ 평 정 척 도 : 매우 우수 :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평가대상학생
평가
평가
가○○
나○○
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영역
요소
평가 척도

모둠 내
동료평가

소통
배려

책임감
협력
배려

자신이 맡은 자료 수집에 책임을 다함
자료 정리와 발표 준비에 협력적임
모둠 활동에서 친구들을 배려함
합 계

특징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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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과목명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하고 개발 할 수 있다.

정보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봄: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내 건강을 지키자!

상황제시(Co)

날씨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경고를 학교에서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창의적

미세먼지측정량(기상청)에 따라서 경고등(빨강, 노랑, 초록)을 표현해 보도록

설계(CD)

하자

감성적

미세먼지를 알리는 경고를 알리고 학생들의 외부활동과 건강상황에 따라

체험(ET)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정보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 1학년

중심과목

선택 반복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중심과목

선택 반복구조의 개념과 원리를

성취기준 영역

작성할 수 있다.

성취기준

이해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제어구조

차시

4/8 차시

학습목표

미세먼지 변화에 따른 경고 알고리즘 구성과 프로그램 작성하기

연계과목

STEAM
요소

개발의도

※

정보

연계과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하고

성취기준 영역

개발 할 수 있다.

S

미세먼지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알 수있다

T

미세먼지 측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A

효율적인 미세먼지측정기 모양을 생각하고 의견을 나눈다

M

측정치값을 계산하고 표현하기
봄철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개발 의도 및 교수·학습 내용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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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 (https://www.youtube.com/watch?v=ajNYx4K27Y4) 영상을 보고
‘미세먼지’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미세먼지의 정의, 크기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유발질환

도입(10분)

동영상

ET

￭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알아보기
- ‘미세먼지’ 발생 원인 이해하기
( https://www.youtube.com/watch?v=NoOIn552crE)
① 자동차 배출가스, 공장 굴뚝, 발전소
② 공사장·도로먼지 등 비산먼지, 불법소각·고기구이 등 생활주변 연소
③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대기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
여 2 차 미세먼지 생성

Tip!

ET

￭ 우리 동네 대기질 확인하기
- (http://www.airkorea.or.kr/index)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리 동네 대기질 상태를 확인하기
- 한국환경공단제공 모바일앱 “우리동네 대기질”에서 우리 동네
대기상태 알아보기(플레이스토어-우리동네 대기질 검색)

컴퓨터사용

CD

미세먼지경고 프로그램을 모둠별로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
1. 문제의 이해와 분석
환경변화에 따른 경고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핵심요소를 생각해 보자.

-기상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수치(기상처)
-인간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미세먼지로 인한 이상징후와 해결방안

전개(30분)
CD

2. 알고리즘 설계
1 단계 학교 운동장이 배경
2 단계 미세먼지 측정치를 알려주는 경고등
3 단계 학생, 교사 들이 알 수 있도록 수치와 경고등이 보임
CD

3. 프로그램 작성

ET

정리(10분)

동영상자료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보자
-모둠별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서로 비교해 보고, 다른점을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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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 계절의 변화에 대한 STEAM 수업 적용 활동지 ◆
※ ‘미세먼지’란 무엇인지 검색해 보기

☆ 미세먼지의 정의, 크기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유발질환에 대해 조사해 보기

- 26 -

2019 STEAM 교사 연구회 :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봄: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내 건강을 지키자!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평가항목

5

모둠별
평가
(25)

주제선정

선정된 주제를 잘 이해했는가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가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가

자료정리

자료 정리를 다양한 표현방법을 사용해는가

발표

발표내용의 전달이 잘 되고 있는가

모둠별 협동

모둠이 협력하여 진행되었는가

4

합계
모둠원(번호)
개별
평가
(25)

자기평가점수(5)

적극적으로 참여

부분적으로 참여

적극적인 참여

일부 참여

체크리스트(10)

창의성이 높음

창의성 중간

창의성 낮음

합계

25

15

10

90

70

50

상

중

상

동료평가점수(10
)

모둠별평가 점수
종합

+개별평가 점수

평가

상(40이상),

(50)

중(25이상),
하(2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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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과목명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할

2

통합과학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상황제시(Co)

사라지는 초원의 청소부, 쇠똥구리

창의적

2

학교 소재 지역의 생태계 환경 조사하기

설계(CD)
감성적

우리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안서와 ucc 영상 제작하기

체험(ET)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지구시스템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성취기준

생태계와 환경

고등학교 / 1학년
[10통과04-02]

차시

6/8

다양한 자연 현상이 지구 시스템 내부의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의 결과임을 기권과 수권의 상호 작용을 사례로
논증할 수 있다.

학습목표

연계과목

연계과목

통합과학
S

성취기준 영역

생태계와 환경

T
STEAM
요소

E

ucc 만들기

A

먹이 그물 그려보기, 제안서 작성하기, ucc 만들기

M
개발의도

※

※

봄철의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환경의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우리 지역의 환경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관청에 보낼
제안서와 ucc 를 제작해 봄으로써 생태계 감시자로써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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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 생각열기
• 동영상 시청(사라지는 초원의 청소부, 쇠똥구리)
(https://www.youtube.com/watch?v=Tne_AkNBrtM)
동영상 시청

도입(10분)
Tip!

○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생명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발표하기
CD

○ 학교 소재 지역의 생태계를 관찰한 후, 과거와 현재의 생
태계 변화 조사하기
• 과거와 현재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알아보기
(예. 공장 유입, 간척 사업, 택지 조성 등)
• 생물 다양성 등 생태계에 준 영향 알아보기
(예. 외래종 유입, 멸종 동물 등)
• 먹이 그물 그려보기
미세먼지와

전개(60분)

○ 학교 소재 지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 조별로 조사하여 예측한다.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연계하여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조별로 조사하기
ET

○ 우리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각 관청에 만들 제안서
와 ucc 를 제작해보자.
• 제안서 제작
• 조별로 ucc 영상을 제작한다.
(뉴스, 상황극 등)
ET

정리(30분)

○ 제작한 ucc 영상을 학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
는 일을 말해본다. “후대를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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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 학교 소재 지역의 과거와 현재
과거

현재

○ 학교 소재 지역의 미래

○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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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우리 지역의 생태계 환경을 위한 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진 첨부

사진 첨부

2020년 00월 00일
제안자: ㅇㅇㅇㅇ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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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참고자료(교사용)

[이스터 섬의 환경의 변화]
현재의 이스터 섬에는 나무가 거의 없으나 원래는 다양한 나무가 자라는 숲이 우거진 섬이
었다. 어떤 이유로 황폐화 되었다고 본다. 이 이유에는 두가지 설이 있다.
환경과학자들은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이 어업을 위한 선박의 건조, 모아이 석상을 세우기
위한 도구의 제작등으로 소중한 자원인 나무를 고갈시켜버린 것이 이 섬에 기근을 가져왔
고 그로 인해 기초적인 사회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스터 섬은 1772년
무렵 이미 작은 나무 몇 그루 만이 있는 초원 지대가 되었다.
최근에 이와 반대되는 가설이 나왔다. 이스터 섬의 황폐화는 외부인 때문이라고 보는 설이
다. 유럽인이 원주민을 노예로 끌고 가서 섬의 인구가 급속히 줄었다고 한다. 산림고갈 역
시 유럽인들의 배에 섞어 들어온 쥐가 급속히 증가하여 야자나무 씨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서 섬의 황폐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위키백과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A%A4%ED%84%B0%EC%8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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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2

성취기준

과목명

[10통과03-01] 자유 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이용하여

통합과학, 물리학,

중력의 작용에 의한 역학적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과학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왜 봄이 되면 설레이는 걸까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항상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혹시 누군가를 만

상황제시(Co)

나 설레이는 감정이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서로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
는다. 또한 지구 입장에서 태양과 근접하는 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발
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2

창의적
설계(CD)
감성적
체험(ET)

지구와 태양이 근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제시하여
보자.
봄철에 태양과 근접하면서 발생되는 자연현상을 도화지에 그려 발표하는 시간
을 갖는다.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통합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시스템과 상호작용 – 역학적 시스템

1. 자연의 질서, 질서를 유지하는 힘

차시

연계과목

통합과학, 물리학1, 지구과학1

S
T
A
개발의도

성취기준

자유 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
동을 이용하여 중력의 작용에 의한 역
학적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8/8

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요소

중심과목

고등학교 / 1학년

행성의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법칙을 알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케플러 법칙을 설

학습목표

STEAM

학교급/학년(군)

※
※
※
※

성취기준 영역

빛이 유리나 물, 볼록 렌즈를 통과하
면서 굴절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 케플러 법칙
컴퓨터를 활용한 태양의 크기 측정
봄철 자연현상 그림 그리기

태양의 크기를 측정해봄으로써 지구의 공전과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활동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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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여러분~ 봄이 되면 자꾸 아무일도 없이 설레이고 그런 기분이

Co

들었던 적이 없나요? 설레였던 감정을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도입(5분)

갖도록 합시다.
봄이 되면 나타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

ET

도록 합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어떤 모양일까?

CD

우주와 생명, 태양계와 지구에 대하여

준비물

- 행성의 운동에 관한 케플러 법칙을 알아보고, 뉴턴의 운동 법 도화지, 컴퍼스,
칙을 이용하여 케플러 법칙을 설명해보자.
연필 등
- 케플러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바탕으로 행성, 행성의 위

Tip!

컴퍼스

끝

성 등 태양계 천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타원 궤도의 법칙을 이 날카롭기 때
설명할 때 타원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타원의 두 초점 가운데 문에 안전교육을
하나의 초점이 태양이 됨을 알기 위해 직접 타원을 그려보는 활동 실시
을 펼친다.

전개(80분)

우주와 생명, 태양계와 지구의 관계는?

CD

일 년 동안 촬영된 여러 장의 태양 사진을 이용하여지구의 공
전 궤도를 알아보자
- 실제 태양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 태양관측이 어려운 상활에서는 소호(SOHO) 위성 등이 관측한
자료를 이용한다.
- 태양의 시직경의 변화를 통해 지구 공전 궤도의 모습을 추론
해 보자.
CD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래프 작성

- http://sohowww.nascom.nasg.gov/ 에 접속하기

준비물

인터넷이 가능

- 다음 순서대로 메뉴를 클릭하거나 숫자를 입력하여 2019년 1 한 컴퓨터
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의 태양 이미지 12개를 찾는다.

ET

태양의 직경은 언제 가장 크게 보이는가?

- 가장 크게 보이는 시기

정리(5분)

- 가장 작게 보이는 시기
ET

지구-태양 사이의 거리와 계절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

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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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 http://sohowww.nascom.nasg.gov/ 에 접속하기
■ 다음 순서대로 메뉴를 클릭하거나 숫자를 입력하여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의 태양 이미지 12개를 찾는다.
① data/archive
② Search & Download Data
③ Image Type: MDI continuum
④ Display: List
⑤ Start and End Dates : 왼쪽 빈칸에 20190104, 오른쪽 빈칸에 20191204를 입력한다.

⑥ Search
⑦ 20190104_0311_mdiigr_512.jpg를 클릭한다.
⑧ 윈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⑨ 20190104_0311_mdiigr_512.jpg 그림을 복사하여 ‘그림판’에 붙여 넣는다.
※ 이때 그림의 크기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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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림판’ 오른쪽 하단의 좌표값을 보고 태양의 직경이 몇 픽셀인지 구한 후 다음 표에
기록한다.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픽셀

⑪ 이전 페이지로 가서 20190204_0000_mdiigr_512.jpg를 클릭한다.
⑫ 20190204_0000_mdiigr_512.jpg 그림을 복사하여 ‘그림판’에 붙여 넣고 태양의 직경이
몇 픽셀인지 구한 후 위 ⑩번 표에 기록한다.
⑬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2019년 12월까지 매월 4일에 1개씩의 그림을 복사한 후 ‘그림판’
에 붙여 넣고 태양의 직경이 몇 픽셀인지 구하여 위 ⑩번 표에 기록한다. (모두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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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월부터 12월까지의 태양 이미지를 복사한 후 좌우 폭을 줄인다.
※ 이때 그림의 좌우 폭만 줄여야 하며, 크기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5. 태양의 아랫부분을 다음 그래프의 x축에 맞닿게 하여 12개 모두 시간 순서대로 위치시
킨다.

태
양
의
크
기
⁀
상
대
값
‿

시간

1

2

3

4

5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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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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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ohowww.nascom.nasg.gov/ 에 접속하기
■ 다음 순서대로 메뉴를 클릭하거나 숫자를 입력하여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의 태양 이미지 12개를 찾는다.
① data/archive
② Search & Download Data
③ Image Type: MDI continuum
④ Display: List
⑤ Start and End Dates : 왼쪽 빈칸에 20190104, 오른쪽 빈칸에 20191204를 입력한다.

⑥ Search
⑦ 20190104_0311_mdiigr_512.jpg를 클릭한다.
⑧ 윈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⑨ 20190104_0311_mdiigr_512.jpg 그림을 복사하여 ‘그림판’에 붙여 넣는다.
※ 이때 그림의 크기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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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림판’ 오른쪽 하단의 좌표값을 보고 태양
의 직경이 몇 픽셀인지 구한 후 다음 표에 기
록한다.
⑪ 이전 페이지로 가서
20190204_0000_mdiigr_512.jpg를 클릭한다.
⑫ 20190204_0000_mdiigr_512.jpg 그림을 복
사하여 ‘그림판’에 붙여 넣고 태양의 직경이 몇
픽셀인지 구한 후 위 ⑩번 표에 기록한다.
⑬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2019년 12월까지 매
월 4일에 1개씩의 그림을 복사한 후 ‘그림판’
에 붙여 넣고 태양의 직경이 몇 픽셀인지 구하
여 위 ⑩번 표에 기록한다. (모두 12개)
4. 1월부터 12월까지의 태양 이미지를 복사한
후 좌우 폭을 줄인다.
※ 이때 그림의 좌우 폭만 줄여야 하며, 크기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5. 태양의 아랫부분을 다음 그래프의 x축에 맞
닿게 하여 12개 모두 시간 순서대로 위치시킨

<그림> 근일점과 원일점에 해당하는 시기

다.
◉ 결과 및 토의하기
1. 태양의 직경은 언제 가장 크게 보이는가? 또, 언제 가장 작게 보이는가?
① 가장 크게 보이는 시기:
② 가장 작게 보이는 시기:
2.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언제 가장 길어지는가? 또, 언제 가장 짧아지는가?
① 가장 길어지는 시기:
② 가장 짧아지는 시기:
3. 지구의 공전 궤도는 어떤 모양으로 예상되는가? 근일점과 원일점은 1년 중 언제로 예상
되는가?

4.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구의 공전 궤도를 개략적으로 그려보자.

5. 지구-태양 사이의 거리와 계절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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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참고자료(교사용)
1. 케플러의 법칙
17세기 초 케플러는 브라헤로부터 물려받은 행성 관측 자료를 연구하여 행성이 운동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하였다.
① 케플러 제1법칙(타원 궤도의 법칙)
행성들의 궤도는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이다.

② 케플러 제2법칙(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같은 시간 동안에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직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다.

③ 케플러 제3법칙(조화의 법칙)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공전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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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의 제3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이 나온 지 10년 후인 1619년에 발표된 것으로 그 때까지
알려진 행성들의 궤도와 주기 사이의 원리를 밝힌 것이다. 이 법칙은 행성의 공전 주기(P)의 제곱이
공전 궤도 장반경(a)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주기의 단위를 년, 공전
궤도 장반경의 단위를 AU로 하면 케플러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법칙은 천체의 운동을 수식으로 표현한 최초의 법칙으로, 모든 행성의 운동을 이렇게 간단한 수
학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조화의 법칙이라는 이
름이 붙여졌다.
조화의 법칙은 행성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일정한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후
이 원리의 본질은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뉴턴에 의하여 밝혀졌다.
질량이     인 두 물체가 질량 중심에서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각각 원운동을 하고 있으며,
두 물체는 각각   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들의 주기는 모두 P라고 할 때 두 물체가 원 궤도
로 돌기 위하여 필요한 구심력은 각각 다음과 같다.

그런데,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하면

2
2
F 1 = ma1v1 = 4π Pm2 1a 1
1
2
2
m
F 2 = a2v2 = 4π Pm2 2a 2
2
F 1 = F 2 이므로, 다음 관계가
a 1 m2
a 2 = m1

성립한다.

즉, 질량이 큰 물체는 질량이 작은 물체보다 공전 반경이 더 짧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이
므로  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 1 = m m+2am
1
2

한편,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다음과 같다.

F 1 = F 2 = Gma 21m 2 (G:

만유인력 상수)

따라서 위의 식들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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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 ( m 4+πm ) G ․a 3
1
2
2

2. 근일점과 원일점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의 위치를 근일점(近日點), 가장 멀리 있을 때의 위치를 원일점
(遠日點)이라고 한다. 지구는 1월 초에 근일점, 7월 초에 원일점에 위치한다. 원일점과 근일점의 거
리는 지구-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에 대하여 약 ±1.5%의 차이를 보인다.
①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 150,000,000km
② 근일점과 태양 사이의 거리: 147,000,000km
③ 원일점과 태양 사이의 거리: 152,000,000km
④ 근일점(Perihelion)과 원일점(Aphelion)에 해당하는 시기

3. 태양의 크기 변화 동영상 사이트 소개
태양 관측 위성인 요코(Yohkoh) 위성의 관련 사이트(Yohkoh Legacy data Archive)에서 태양의
크기 변화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① 사이트: http://solar.physics.montana.edu/ylegacy/
② SXT movie maker 클릭
③ Start Time, Stop Time, Image Cadence에 알맞은 값을 입력한 후 Make Movie 클릭
④ JavaScript 2.09 MB Frame Size: 512 x 512 #Frames: 11 클릭
⑤ Star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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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확장할 수 있는 탐구 활동
① 비례 관계를 이용하여 태양의 실제 크기 변화 구하기
② 비례 관계를 이용하여 지구와 태양 사이의 실제 거리 변화 구하기
③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구하기
④ 케플러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하여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공전 속도 구하기
⑤ 케플러의 조화의 법칙을 이용하여 공전 주기와 공전 반경 비교하기
⑥ 지구가 근일점과 원일점에 있을 때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차이
⑦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자전축의 경사 변화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량 비교
⑧ 세차 운동에 의한 근일점과 원일점의 위치 변화와 빙하기와의 관계

자료출처

※ 고교융합형과학선도요원 연수 자료집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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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야기 :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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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과목명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로 인해 열에너지 이용의 효율이 낮아진

2

통합과학

다는 것을 알고, 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상황제시(Co)
창의적 설계(CD)

2

감성적 체험(ET)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
더위에 대해 알아보기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조사·발표하기
더위로 인한 불편함 공감하기
아이스팩으로 에어컨 제작·토의하기
폭염 시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고, 홍보 포스터 제작하기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통합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 1학년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
생하며,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 과정

중심과목

중심과목

생태계와 환경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로 인해 열에
너지 이용의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 생존법

차시

2/8 차시

더운 이유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폭염(불볕더위)에 대한 과학적 개념
S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과학적 방법 토의·조사·발표하기
아이스팩으로 에어컨 만들기

STEAM
요소

T
E
A
M
폭염(불볕더위)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여름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더위를 이길

개발의도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실생활 재료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융합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여름, 더위로 인해 다양한 생활 속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실제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더위가 무엇인지 접근하여 과학적 개념을 습득하고, 더위로부
터 생존해나가기 위해, 더위가 해치고 있는 나와 우리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생활 아이
디어를 창출하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 방법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남은 아이스팩을 재활용한 에어컨

제

작을 통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
법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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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Co

상황 제시

감성적 체험

CD

창의적 설계

학습과정

Tip!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

-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날씨누리 웹사이트에서 우리 동네 날
씨 예보 등 확인하기
도입(10분)
더위로 인한 불편함 공감하기

웹사이트 정보
기상청 날씨누리
http://www.we
ather.go.kr/we
ather/main.jsp

- 올여름 무더위 또는 폭염 관련 뉴스를 보고, 생활 속에서
더위로 인해 불편하였던 경험 이야기하기
CD

더위에 대해 알아보기

- 폭염(불볕더위) 등을 이해하기
-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날씨누리 웹사이트에서 기상정보, 기
상청 속보 확인하기
- 여름에는 왜 더울까 생각해보기 (읽기 자료)
- 땀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기 (읽기 자료)
CD

전개(60분)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조사·발표하기

- 더위를 이기는 자신만의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기 ; 에어컨, 아이스팩의
원리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아이스팩으로 에어컨 제작·토의하기
- 아이스팩의 재활용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 아이스팩으로 에어컨을 제작해보고, 에어컨 가동 전·후의
온도 측정하기
- 제작한 에어컨의 원리에 대해 토의하기
폭염 시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고, 홍보 포스터 제작하

정리(30분)

기
- 모둠별로 폭염 시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기
- 이를 바탕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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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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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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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모

둠

이

름

활동일시

주

제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 생존법

년

월

일

교시

더운 이유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날씨누리 웹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날씨 예보 확인하기
(예시) 폭염특보 발령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예보된다.

2. 더위에 대한 뉴스 시청하기
1) 더위는 인체에 무해한가? 유해한가? 유해하다면 어느 정도일 때 유해할까?

2) 뉴스를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3) 더위로 인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불편함을 이야기해보자.

3. 읽기자료 : 7월에는 태양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데, 여름은 왜 더울까?
태양과의 거리 가장 멀다는 7월 왜이리 덥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덥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진실이다.
지난 6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머
물렀다.

이

지점을

천문학에서는

‘원일

점’(aphelian)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때를 ‘근일점’(perilian)이라고 한다. 원일점과 근일점이 생기
는 것은 행성들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독일 천문학자 요하네
스 케플러의 제1법칙이다.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은 1.7%로, 우리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일 때인 1월에는 지구~태양 거리가 1억4750만
㎞이지만 원일점일 때인 7월에는 500만㎞가 더 멀어진 1억5260만㎞다.
거리가 먼 태양은 그만큼 지구에 햇볕을 덜 쬔다. 미국 국립우주항공국(나사)의 지구수문기상센터(GHCC)의 로이 스펜
서 박사는 “지구 전체에 평균적으로 쏟아지는 태양의 강도는 근일점일 때에 비해 원일점일 때 7% 정도 적다”고 말했
다.
그런데 왜 지구는 7월에 이렇게 더운 걸까.
물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북반구의 여름은 덥고 남반구는 춥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로만 설명
이 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원일점일 때 지구 전체의 평균온도는 근일점일 때보다 2.3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구에 대륙과 바다가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아서 생긴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의 해양학자인 빌 파체르트 박사는 열용량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열용량은 어떤 물질을 1도 올
리는 데 필요한 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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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체르트 박사는 “대륙은 열용량이 낮아 태양에 의해 쉽게 달궈지기 때문에 대륙이 많은 북반구가 여름일 때 전체 지
구의 평균온도가 바다가 많은 남반구가 여름일 때에 비해 더 높은 것”이라고 했다.
미국 플로리다대학의 조지 레보 교수(천문학)는 “지구가 원일점일 때 더 더운 데는 케플러의 제2법칙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케플러의 제2법칙은 태양에 가까울 때는 행성이 빨리 돌고 태양에서 멀 때는 느려지는 것을 설명한 법칙이다.
지구가 원일점일 때 더 느리게 움직여 북반구의 여름이 남반구보다 2~3일 더 길고, 그 만큼 대륙을 오래 달궈 북반구
의 여름을 더 덥게 만든다는 것이다.
- 출처 : 한겨례신문 이근영 기자

1)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7월에 더운 이유는 무엇인가?

4. 땀이 나는 이유는?
동물에 비해 털이 없는 인간에게 땀은 더 중요한 냉각 체계다. 인간의 몸을 식히는 땀은 주로 ‘에크린 땀샘’에서 나
오는 물처럼 맑은 땀이다. 대량의 땀을 내보내고 빨리 증발시키는 에크린 땀샘은 신체 표면에 200~400만 개 정도 있
으며, 평균 밀도는 1㎤ 당 150~340개 정도다.
반면 포유류의 피부에는 ‘아포크린 땀샘’이 많다. 아포크린 땀샘은 뿌연 점액
질의 땀을 적게 배출하며, 이 땀이 건조되면 끈적거리는 방울 모양이 된다. 말
같은 동물은 아포크린 땀이 피지샘에서 나오는 피지와 결합해 거품 형태를 만
들고, 이를 이용해 체온을 조절하기도 한다. 인간 피부 중에는 겨드랑이나 사
타구니, 귀 부분에 아포크린 땀샘이 소량 분포하고 있다.
인간이 에크린 땀샘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다른 동물들이 그늘에서 쉬는 낮 시간 동안 활동이 늘어났
다는 점이다. 먹이를 구하거나 도구를 만들 재료를 찾기 위해서 인간은 멀리까
지 이동해야 했다. 결국 우리 조상은 트인 환경에서 오랫동안 빠르게 움직여야
했으므로 몸을 효과적으로 식힐 방법이 꼭 필요했던 것이다.

땀샘의 구조

(출처 : 네이버 건강백과)

또 다른 이유는 뇌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이다. 신체 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온이 일정해야
하는데, 특히 뇌는 온도에 취약하다.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대화와 사고에 문제가 생기며, 뇌의 온도가 섭씨 40도
를 넘기면 의식이 혼미해진다. 섭씨 42도를 넘은 상태가 계속되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른다. 진화를 거치면서 인간
의 뇌는 점점 커졌고, 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땀을 흘려 동맥 속에 흐르는 혈액의 온도를 조절하고 뇌를
효과적으로 식히게 된 것이다.
결국 인간은 활동량이 늘어나고 뇌가 커지기 시작한 직립보행 시기 즈음부터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아포크린 땀보다 에크린 땀을 잘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실제로도 지구에서 에크린 땀을 가
장 잘 만드는 동물이 인간이다.
- 출처 : KISTI 과학향기 박태진 과학칼럼니스트

1) 인간이 땀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땀샘의 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5.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1) 더위를 이기는 자신만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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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기
(예시) ① 에어컨의 원리 :
② 아이스팩의 원리 :
3)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6. 아이스팩을 재활용한 에어컨 제작하기
준비물 : 스티로폼 박스, 휴대용 선풍기, 배관, 아이스팩, 온도계
1. 주변 온도를 측정한다.
2. 스티로폼 상자 뚜껑에 배관과 휴대용 선풍기의 크기에 맞게 원을 그리고 구멍을 뚫는다.
3. 휴대용 선풍기와 배관을 각 구멍에 꽂는다.
4. 스티로폼 박스에 얼린 아이스팩을 넣고 뚜껑을 닫는다.
5. 제작한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2-3분 후 주변 온도를 측정한다.
- 얼음이 물로 상태 변화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온도가 내려간다.
(예시) ① 기획 :
② 제작-역할나누기 :
③ 에어컨 제작후기 :

7. 폭염 시 행동요령
1) 폭염 시 행동요령에 대해 조사·토론하기

2) 폭염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포스터 제작하기
(예시) ① 기획 :
② 제작-역할나누기 :
③ 홍보방법 생각보기 :
④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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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활동지(교사용)
1. 날씨누리 웹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날씨 예보 확인하기

웹사이트: http://www.weather.go.kr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기상정보, 기상청 속보, 우리 동네 날씨 예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폭염특보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
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예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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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영상자료

더위에 대한 뉴스 시청하고 더위로 인한 불편함 공감하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YTN

https://www.youtube.com/watch?v=TM-i6c0v9mY

3. 읽기자료 ①

여름은 왜 더울까?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서 여름일까?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뜨거운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더운 여름이 되고 지구와 멀어지
면 겨울이 된다고?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맞는 답은 아니야. 그럼 좀 더 정확히 알아보
자.
자전이란 쉽게 말해서 지구가 쉬지 않고 팽이처럼 스스로 빙글빙글 도는 것이야.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
는 시간은 약 24시간이지.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한다고 했어. 지구가 태양 주
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야.
계절이 변하는 이유
1년 동안 계절이 바뀌는 건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지. 지구가 23.5° 기울어져 돌기 때문에 햇빛
을 똑바로 받는 여름에는 더운 거고, 햇빛을 비스듬히 받는 겨울에는 추운 거야.
적도 지역은 일 년 내내 햇빛을 거의 직각으로 받으니까 일 년 내내 뜨거운 여름만 계속되는 거고, 남극과
북극은 일 년 내내 햇빛을 비스듬히 조금밖에 받지 못하니까 늘 추운 거야.
[네이버 지식백과]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서 여름일까? (천재학습백과 초등 과학 6-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8660&cid=58598&categoryId=58719

4. 읽기자료 ②

태양과의 거리 가장 멀다는 7월 왜이리 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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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덥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진실이다.
지난 6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머물렀다. 이 지점을 천문학에서는 ‘원일점’(aphelian)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때를 ‘근일점’(perilian)이라고 한다. 원일점과 근일점이 생기는 것은 행
성들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독일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의 제1법칙이다.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은 1.7%로, 우리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일 때인 1월에는 지구~태양 거리가 1
억4750만㎞이지만 원일점일 때인 7월에는 500만㎞가 더 멀어진 1억5260만㎞다.
거리가 먼 태양은 그만큼 지구에 햇볕을 덜 쬔다. 미국 국립우주항공국(나사)의 지구수문기상센터(GHCC)의
로이 스펜서 박사는 “지구 전체에 평균적으로 쏟아지는 태양의 강도는 근일점일 때에 비해 원일점일 때 7%
정도 적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지구는 7월에 이렇게 더운 걸까.
물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북반구의 여름은 덥고 남반구는 춥다. 그러나 계절의 변
화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원일점일 때 지구 전체의 평균온도는 근일점일 때보다 2.3도 더 높다
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구에 대륙과 바다가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아서 생긴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의 해양학자인 빌 파체르트 박사는 열용량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열용량은 어떤 물
질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을 말한다.
파체르트 박사는 “대륙은 열용량이 낮아 태양에 의해 쉽게 달궈지기 때문에 대륙이 많은 북반구가 여름일
때 전체 지구의 평균온도가 바다가 많은 남반구가 여름일 때에 비해 더 높은 것”이라고 했다.
미국 플로리다대학의 조지 레보 교수(천문학)는 “지구가 원일점일 때 더 더운 데는 케플러의 제2법칙도 작
용한다”고 말했다. 케플러의 제2법칙은 태양에 가까울 때는 행성이 빨리 돌고 태양에서 멀 때는 느려지는 것
을 설명한 법칙이다.
지구가 원일점일 때 더 느리게 움직여 북반구의 여름이 남반구보다 2~3일 더 길고, 그 만큼 대륙을 오래 달
궈 북반구의 여름을 더 덥게 만든다는 것이다.
출처 : 한겨레 신문 이근영 기자

4. 읽기자료 ③ - 땀이 나는 이유

[KISTI의 과학향기] 과학으로 본 땀의 다양한 기능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 때문에 여름은 참 괴롭다. 아침에 산뜻하게 입은 옷도 땀 때문에 바로 빨아야
하고 화장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사실 땀은 인간에게 고민거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다. 몸의 열을 효과적으로 배
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화과정에도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또 특정 부위에서 나는 땀은 사람의 감정 상
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환경에서 인간을 비롯한 동물에게 체온조절은 필수적이다. 뜨거워진 몸을 식히
기 위해 동물이 쓰는 방법은 복사와 대류, 전도, 증발이다. 예를 들어 동물의 털이나 새의 깃털은 들어온 열
을 붙잡아서 다시 주변 환경으로 내보내는 복사 형태로 배출한다. 사람의 머리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머리
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 땅을 밟는 발 등을 통해 몸으로 들어온 열을 전도 형태로 내보낸다. 대
류에 따른 공기의 흐름은 몸 주변의 열을 빼앗아간다.
그런데 기온이 높아질수록 체온과 외부 온도의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에 설명한 세 가지 방법으로 내보
낼 수 있는 열의 양이 줄어든다. 결국 땀을 흘리고 이를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증발’의 방법이 더 중
요해지는 것이다. 또 동물이 활동을 더 많이 할수록 신체 내 대사가 많이 일어나서 큰 근육을 중심으로 많은

- 52 -

2019 STEAM 교사 연구회 :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열을 발생시킨다. 이때 증발을 통해 열을 효과적으로 내뿜는 게 생존에 필수적인 능력이 된다.
동물에 비해 털이 없는 인간에게 땀은 더 중요한 냉각 체계다. 인간의 몸을 식히는 땀은 주로 ‘에크린 땀샘’
에서 나오는 물처럼 맑은 땀이다. 대량의 땀을 내보내고 빨리 증발시키는 에크린 땀샘은 신체 표면에
200~400만 개 정도 있으며, 평균 밀도는 1㎤ 당 150~340개 정도다.
반면 포유류의 피부에는 ‘아포크린 땀샘’이 많다. 아포크린 땀샘은 뿌연 점액질의 땀을 적게 배출하며, 이
땀이 건조되면 끈적거리는 방울 모양이 된다. 말 같은 동물은 아포크린 땀이 피지샘에서 나오는 피지와 결합
해 거품 형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체온을 조절하기도 한다. 인간 피부 중에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귀 부
분에 아포크린 땀샘이 소량 분포하고 있다.
인간이 에크린 땀샘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다른 동물
들이 그늘에서 쉬는 낮 시간 동안 활동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먹이를 구하거나 도구를 만들 재료를 찾기 위
해서 인간은 멀리까지 이동해야 했다. 결국 우리 조상은 트인 환경에서 오랫동안 빠르게 움직여야 했으므로
몸을 효과적으로 식힐 방법이 꼭 필요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뇌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이다. 신체 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온이
일정해야 하는데, 특히 뇌는 온도에 취약하다.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대화와 사고에 문제가 생기며, 뇌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기면 의식이 혼미해진다. 섭씨 42도를 넘은 상태가 계속되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른
다. 진화를 거치면서 인간의 뇌는 점점 커졌고, 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땀을 흘려 동맥 속에 흐
르는 혈액의 온도를 조절하고 뇌를 효과적으로 식히게 된 것이다.
결국 인간은 활동량이 늘어나고 뇌가 커지기 시작한 직립보행 시기 즈음부터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도록 진
화했다고 볼 수 있다. 아포크린 땀보다 에크린 땀을 잘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실제로도 지구에
서 에크린 땀을 가장 잘 만드는 동물이 인간이다.
땀의 또 다른 기능은 감정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에크린 땀샘은 열에 반응해 땀을 만들고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손바닥과 발바닥은 예외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된 에크린 땀샘이 있
는 곳으로, 열이 아니라 ‘정서적 자극’에 반응한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손이 차갑고 축축해진 걸 느낄
수 있다. 또 9회말 2아웃 상황에서 응원하는 야구팀이 역전 홈런을 치는 모습을 볼 때 손에 땀을 쥐는 경험
도 할 수 있다. 손바닥에 있는 에크린 땀샘이 불안과 초초, 흥분의 감정을 반영해 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안이나 흥분을 느끼면 교감신경계가 약하게 자극되고, 손바닥에 있는 에크린 땀샘에서 땀이 배출
된다. 날씨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흐르는 땀이라고 해서 이런 땀을 ‘감정적 땀’이라고도 한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땀샘이 왜 감정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오래 전 인간의 조상이
나무 위에서 살 때 이런 특징이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있다. 작은 영장류의 손과 발에 있는 지문에 습기가 약
간 있으면 피부감각이 더 예민해진다. 예민해진 촉각은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유리하므로 나무
사이를 더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손바닥과 발바닥에 있는 땀샘이 자극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아름답지는 않지만 오래 볼수록 소중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 땀과 땀샘이 바로 그렇다. 땀
샘과 거기서 나오는 땀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는 땀 덕분에 낮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뇌도 효
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이렇듯 땀은 오늘날 인간의 모습을 만드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다.
출처: KISTI 과학향기 박태진 과학칼럼니스트

5. 동영상 자료 ②

땀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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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땀이 나면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생각하지만 땀은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땀을
통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땀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폐장·호흡 내과 정희
재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일단 땀이 많은 경우는 질환성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밤에 나는 폐결핵, 전신에서 활
동할 때 나는 갑상선 질환들을 빼놓고 나면 일단은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족한이라고 해서 손발에 유난히 땀이 마르고 전신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비만이라든지
코 질환인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땀이 많이 나는 것 자체는 질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앵커]
반대로 너무 땀이 안 나서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땀이 너무 안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땀이 안 나는 것들도 사람에 따라서는 폐 기능이 좋은 사람이 땀이 안날 수도 있는데요. 우선으로는 피부에
윤택성을 가지고 피부가 윤택하면서 땀이 안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부가 건조하면서 땀
이 안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콜린성 두드러기에 의해서 땀이 안 나고 열이
올라서 나타나는 것은 꼭 치료해야 합니다.
[앵커]
흔히 뜨거운 탕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운동할 때 흘리는 땀과 사우
나에서 흘리는 땀은 다른 것인가요?
[인터뷰]
땀의 성분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운동할 때는 호흡을 통해서 체온과 같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것과 단순하
게 앉아서 체온만 올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몸 전체 순환을 따지면서 호흡을 통하면 우리 장기도 움직
이고 많은 노폐물도 호흡을 통해서 나가지만 단순하게 사우나에 있을 때는 심장에만 역할을 하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우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냄새나는 땀은 건강의 적신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땀 냄새와 건강,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땀 냄새에 대한 것들은요. 사람에 땀이 나면서 사실 우리가 물기뿐만 아니라 지방이랑 단백질이 같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특수한 환경이라든지 음식에 의해서 많이 변화될 수 있는데 유난히 땀
이 많이 흘리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은 괜찮지만 단순하게 땀이 날 때마다 특이하게 나는 사람은 음식에서 자
극적인 거라든지 매운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의 겨드랑이는 약물로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수술을 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땀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땀이 안 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땀이라는 것은 단백질 지방성분이기 때문에 지
방음식이라든지 고단백 그런 음식들을 피하시고 과일이라든지 채소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동
의보감에도 복숭아를 백일동안 먹으면 몸에 좋은 냄새가 날 정도로 향기가 좋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
고요. 그리고 지방 단백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하면 호흡과 피부를 통해 배출하고
나면 일반 생활에서는 땀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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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땀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이 '데오드란트'를 사용합니다. 자연스러운 땀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사실 다한증 환자들이 질환 문제가 아니고 생활이라든지 미용 때문에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드란트라는 병원에서 많든 연고를 바르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국소적으로 바르
면 다른 부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어떤 것을 유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터뷰]
첫 번째 땀을 흘리더라도 상쾌한 기분을 느낌을 경우는 적절한 땀의 배출이 맞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고
난 뒤 몸이 너무 피곤하다든지 어지럼증이 유발됐을 때는 이건 지나친 땀을 흘린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운동 중이라든지 운동이 끝난 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땀과 관
련된 우리 몸에 액체는 소변이 있는데 소변 색깔이 진해질 경우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하므로 혈액순환에 문
제가 되어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가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변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수분을 섭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YTN 사이언스

6. 읽기자료 ④

에어컨의 원리-후덥지근한 공기를 차가운 공기로
초절전, 공기청정, 고온살균, 로봇필터청소…. 여름을 앞두고 판매전쟁에 나선 에어컨 업체들은 각종 첨단
기능을 앞세워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공략한다. 그러나 에어컨의 기본적인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습
기를 줄이고 공기를 냉각하는 것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원해지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고대 로마인은 집 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찬 물이 순환되도록 벽 뒤에 수도관을 설치했고, 2세기 중국인
인 딩 환은 직경이 3m에 달하는 회전하는 바퀴가 달린 팬을 개발해서 연못 주위의 찬 공기를 집 안으로 끌
어들였다. 이와 같이 공기를 순환·냉각시키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1758년 벤자민 프랭클린
(1706-1790)과 그의 동료인 존 하들리(1731-1764)는 수은 온도계에 에테르를 적신 후 계속 풀무질을 해 에
테르를 증발시켜 온도를 -14℃까지 떨어뜨렸다. 이 실험은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물질이 상태변화
를 할 때 열의 흡수나 방출이 일어난다. 열이 흡수되면 온도가 내려가고 열이 방출되면 온도가 올라간다. 액
체인 에테르가 증발하는 것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이고 이 때 열을 흡수하여 온도가 내려간다-을 보여준
다.
에어컨을 통해 나오는 시원한 바람, 그 안에 숨겨진 원리는?
마이클 패러데이(1791-1867)는 1820년에 압축-액화된 암모니아가 다시 기화할 때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 암모니아의 독성이 문제였으나 아무튼 모든 현대의 냉각 기술은 마이클 패러데이의 발견에
바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42년에는 존 고리에가 패러데이의 압축 기술을 얼음을 만드는 데 이용했고
1902년에 미국의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가 최초의 상업적인 에어컨을 만들어 인쇄 공장에 이용했다. 캐리어
의 설계 역시 패러데이의 암모니아에 의한 냉각 시스템에 기초한 것이다.
초기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각제로 암모니아, 염화메틸, 프로판 등의 기체가 쓰였는데 독성과 가연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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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체들이 누출될 경우 위험했고 사고도 잦았다. 1920년대 인체에 안전한 프레온을 개발했으나 이후
프레온이 대기의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에어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냉매는 R-22로
알려진 HCFC인데 역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다. 이 R-22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까지 생산·수입을
제한해 2030년에는 완전히 금지될 전망이다.
에어컨의 기본 원리: 기화열에 의한 냉각
에어컨의 기본적인 원리는 한마디로 기화열에 의한 냉각 1) 이다. 액체가 기체로 기화할 때는 열을 흡수하
고 기체가 액체로 응축할 때는 열을 방출한다. 기화할 때 흡수하는 열이 기화열이다. 에어컨은 압축기로 압력
을 크게 변화시켜 기체 상태였던 냉각제를 액체로 응축한 후 압력을 낮춰서 증발기 안에서 액체 상태의 냉각
제가 다시 증기로 기화할 때 열을 빼앗아 주위의 온도를 낮춘다. 에어컨과 냉장고에 의한 냉각은 많은 기화
열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냉각 사이클을 통해 이루어진다. 열은 원래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로 이동하지만 에어컨의 냉각 사이클을 통해서 반대 방향인 낮은 온도의 실내에서 높은 온도의 실외로 옮겨
간다. 실내기에서는 찬 바람이 나오고 실외기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온다.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열이 낮은 온
도의 기기 안에서 높은 온도의 기기 밖으로 옮겨간다.
구체적인 냉각 과정은 냉각제가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를 거치며 이루어진다.
1. 압축기
실외기 속에 있다. 기체 상태의 냉각제는 먼저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의 상태가 된다. 대부분의
냉각 시스템은 압축기를 작동하기 위해 전기 모터
를 사용한다.
2. 응축기
실외기 속에 있다. 압축기를 나온 고온, 고압의
냉각과정: 냉각제가 압축기, 응축기, 팽창벨브, 증발기을 거치며 냉각이 이루어짐

기체는 외부에서 흡입된 공기와 만나 식으면서 액

체가 된다. 이 때 열을 방출하므로 실외기에서는 더운 공기가 토출된다.
3. 팽창밸브
실내기나 실외기 어느 한 곳에 있다. 좁은 곳을 통과할 때 유체의 속도가 커지고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해 모세관을 통과시켜 고압 상태인 액체의 압력을 낮춘다. 압력을 낮추어야 액체가 증발기에서 잘 증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증발기
실내기에 있다. 팽창밸브를 나온 액체 상태의 냉각제는 온도와 압력이 낮다. 이러한 액체는 주위의 더운 공
기에서 열을 흡수해 기체 상태로 증발한다. 주위의 공기는 차가워 지고 팬이 돌면서 이 공기를 실내로 내보
낸다. 완전히 증발된 기체는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 냉각 시스템의 순환이 계속된다.
시원한 공기에는 전기에너지라는 대가가 필요하다
이렇듯 에어컨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에너지를 전달한다.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다. 뜨거운 국에 담긴 숟
가락이 뜨거워지듯이 열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증기 엔진을 살펴보자. 이 열기
관은 뜨거운 열원에서 열에너지를 얻어 바퀴를 돌리는 등의 일을 하는데 이 때 일부의 열은 저절로 낮은 온
도로 흘러가 손실된다. 엔진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주어진 열을 100% 일로 바꾸는 열기관을 만드는 것은 불
가능하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 2) 이다. 이것은 자연계에 비가역적인 과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에너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열 펌프인 에어컨은 열역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에어컨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작동한다. 즉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계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고 결국 열역학 제2법칙을 만족시킨다. 에어
컨이 없는 여름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시원한 공기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려한
다면 지나친 냉방을 삼가게 될 것이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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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화열에 의한 냉각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액체 상태의 분자간 인력을 이겨야 기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액체가 기화할 때 주위에서 기화열을 흡수하므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간다. 뜨거운 여름날 거리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예이다.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액화열이라고 한다. 기화열과 액화열의 크기는 같다.

2)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의 흐름에 방향성이 있음을 말하는 법칙. 낮은 온도의 물체와 높은 온도의 물체가 접촉하면 열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이동
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변화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클라우지우스는 열역학 제2법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일을 하지 않고 찬 열원에서 더운
열원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다음은 캘빈의 표현이다. “열원에서 꺼낸 열을 완전히 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이러한 장치는 2종
영구기관이다. 이렇듯 자발적이며 비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는 회수 불가능한 에너지의 손실이 따르게 되므로 고립계의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열역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발행일 : 2010. 06. 30.
글 이화정 과학교사
서울과학교사 모임은 딱딱한 과학수업을 재미있게 풀기 위해 모인 수도권 지역 과학선생님들의 모임이다. 재미있는 과학 교육을 위해 [묻고 답하는 과학
톡톡 카페1,2], [숨은 과학] 등을 출간하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에어컨의 원리, 이화정

7. 읽기자료 ⑤

열과 전쟁 벌이는 친환경 공학자
QST : “에어컨처럼 ‘바보’ 같은 기계도 없어요.”
ANS: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김민수 교수가 말문을 열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단 얘기다. 더운 공
기는 많은 열을 갖고 있다. 그만큼 높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더운 공기를 차게 만드는 일은 높은 에너지
를 낮은 영역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이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데 에어컨은 오히려 전기에너지를 쓰면서 더운 공기를 찬 공기로 만드니 ‘바보 같다’고 할 수밖에. 하지만 아
직 어느 누구도 공기 중의 열을 자유자재로 분리해 이용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에어컨이 프레온가스
같은 기화하기 쉬운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피부에 묻은 물이 증발할 때 피
부의 열을 빼앗아 시원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에어컨의 냉매는 기체가 되면서 실내공기의 열을 빼앗는다.
QST : 이산화탄소 에어컨과 입는 에어컨
ANS: 김 교수가 에어컨 얘기를 꺼낸 이유는 냉매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냉매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냉장고
에도 사용된다. 최근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표적인 냉매인 프레온가스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프레온가스는 일단 공기 중에 방출되면 4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열을 흡수해 오
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다. 김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던 1991년 프레온가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수소불화탄소(HFC)를 혼합한 냉매가 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핫 이슈였다. 전기는 조금
쓰면서 냉각력은 큰 혼합냉매는 없을까. 박사과정 당시 에어컨의 효율을 향상시킬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방
한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데이빗 디디온 박사의 강연을 듣고 혼합냉매의 열역학적인 물성을 정확
히 계산하는 방법을 박사학위 주제로 잡았다. 혼합냉매 자체를 개발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에어컨에
혼합냉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냉매의 성분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QST : 1992년 미국으로..
ANS: 1992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NIST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7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혼합냉매의 성분비 변화를 예측하는 ‘REFLEAK’이라는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NIST에서 사용되고 있다. 1994년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그는
냉매 연구에 박차를 가하며 ‘환경 지킴이’를 자처했다. 신냉매에 관한 국내 특허만 7건을 출원했다. 그중 그
의 ‘히트작’은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에어컨이다. HFC를 사용한 혼합냉매도 영향력은 작지만 결국
온실가스 중 하나다. 그는 아예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에어
컨의 냉매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산화탄소 냉매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열펌프에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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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레온가스를 냉매로 써서 물 온도를 50℃까지 올리는 일반 열펌프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사용하
면 90℃까지 데우는 이산화탄소 급탕기를 만들 수 있다. 그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의 차세대신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굴지의 에어컨 제조업체와 함께 이 연구를 주도했다.
QST : 멤스(MEMS) 기술을 이용해 ‘입는 에어컨’ 개발
ANS: 최근에는 멤스(MEMS) 기술을 이용해 ‘입는 에어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입는 에어컨’은 손톱 크
기의 에어컨 시스템을 만들어 옷에 단다는 개념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첨단
기술이다. ‘입는 에어컨’의 핵심은 열교환기, 압축기 등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든 장치를 마이크로 크기로 줄
이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기체 냉매를 압축해 이송시키는 마이크로 압축기를 개발해 3건의 특허를 등록
했다. 김 교수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5년 전 연료전지 자동차로 옮겨갔다. 첫 연구 주제는 연료전지 자동
차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린 에어컨’ 시스템이었다. 기존 자동차의 에어컨은 프레온가스를 냉매로 사용한다.
자동차를 한 대 폐차시킬 때마다 평균 700g 정도의 프레온가스가 방출된다고 하니 기존 에어컨을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친환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무색하다. 2004년 그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산화탄소
열펌프에서 열 흡수부의 저온 열원을 이용한 냉각 장치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 출처 : LG사이언스랜드, 김민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8. 동영상자료 ③

흡열반응과 발열반응
출처 : [교과서 속 숨은 과학 찾기]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1z6901p2Yc

9. 동영상자료④

에어컨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시원하게 분해하자!
출처 : [호기심팩토리]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ALsw3aFtNZ0

10. 동영상자료 ⑤

냉동실에 쌓인 아이스팩으로 에어컨을 만들어보자!
출처 : [과학만사성 클립]

YTN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eUW0A8-hrNc
준비물 : 스티로폼 박스, 휴대용 선풍기, 배관, 아이스팩, 온도계
1. 주변 온도를 측정한다.
2. 스티로폼 상자 뚜껑에 배관과 휴대용 선풍기의 크기에 맞게 원을 그리고 구멍을 뚫는다.
3. 휴대용 선풍기와 배관을 각 구멍에 꽂는다.
4. 스티로폼 박스에 얼린 아이스팩을 넣고 뚜껑을 닫는다.
5. 제작한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2-3분 후 주변 온도를 측정한다.
- 얼음이 물로 상태 변화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방 안 공기의 온도가 내려간다.

11. 읽기자료 ⑥

[날씨학개론] 매년 돌아오는 불볕더위…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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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례 없는 불볕더위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볕더위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과 함
께 불볕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년 여름 무더위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114년 만에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오며 사상 최
악의 더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불볕더위라는 말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로 인한 피해는 어
느 정도일까요?
[인터뷰]
일단 불볕더위라고 하면 우리가 폭염을 순화한 말이죠. 이것은 33℃ 이상일 때 폭염. 불볕더위라고 부릅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의보를 33℃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할 때, 폭염경보는 35℃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폭염에 특보가 발령되는 기준이 33℃인데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폭염 일
수가 35.1일이었다고 하면 33℃ 이상인 날을 평균을 낸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폭염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닌 태풍, 홍수 등과 같이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죠, 생명 기상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렌스 칼크스타인 교수가 말했는데요. 그는 "미국에서는 여름
철 폭염으로 평균 매년 1,5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으며 가장 더울 때는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서울
에서도 기온이 35℃가 넘는 매우 더운 날에는 사망률이 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라고 말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자를 가져오는 기상 현상이 폭염이었는데요. 1994년에
는 3,384명이 단일 기상재해로 인한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록적인 폭염으
로 온열 질환자가 4,52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폭염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 작년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앵커]
올해도 불볕더위로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프랑스는 6월 28일 갤러르구 르몽투우스에서 45.9℃의 새로운 전국 기온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2003년 최악
의 폭염으로 2주 동안 15,000명이 사망했던 폭염 기록을 깼지요. 벨기에 기상청과 협력하는 '와우 네트워크'
관측에 따르면 벨기에에서는 곳곳의 최고기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벨기에 당국은 어
제 해안 지대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 적색경보를 내렸습니다. 또한, 독일 링겐에서도 최고기온인 42.6℃를 기
록했고요. 폴란드, 헝가리 등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40℃ 이상의 온도는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에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앵커]
40℃를 넘나드는 무더위는 쉽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유럽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을 뚜껑처럼 덮고 있어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인 이유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인터뷰]
지난달에 이어 최근까지 유럽지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린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클레어 널리스 세계기상기구 대변인은 최근 유럽의 불볕더위에 대해 "기후변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옥스포드대학의 환경변화연구소 부국장인 프리데리케 오토 박사는 "유럽의 열선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극한 상황 중 하나"라며 "남부 유럽에서의 열파의
가능성은 산업화 이전보다 10배나 커 앞으로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
들은 20세기 말부터 거론된 지구온난화 현상은 그 규모와 범위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
합니다. 즉, 지구 기온이 20세기 말처럼 지구 전체에 걸쳐 급격히 상승한 사례는 이번이 이례적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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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앵커]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불볕더위가 계속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나요?
[인터뷰]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1995년 7월에 미국 시카고 지역으로 폭염이 들이닥쳤는데요. 최고기온이 41℃
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7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
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인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도대체 이런
비극이 왜 발생했는지를 연구했더니. 희생자 중에는 저소득층, 노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많았다고 해요. 가
난한 사람들은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힘들었고 밤에는 더워도 문을 열 수 없었는데요. 이유는 도둑과 살
인자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폭염 사망자의 지형도는 인종차별 및 불
평등의 지형도와 대부분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유럽에 사상 최악의
폭염이 강타하면서 유럽 전역에서만 70,000명이 사망했고 최고 44℃를 기록했던 프랑스에서 1만오천 명 정
도가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유럽 폭염 사망자의 대부분이 에어컨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독거노인과 사
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많은 지역에서 식당의 냉동고를 차출했었는데요. 의료 인
프라와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서유럽에서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폭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준비도 없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말 폭염으로 인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면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악의 폭염이 매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은 심각한 폭염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등의 연구진이 2018년 8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상
승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더라도 인류가 '온실 지구'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
니다. 인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핫 하우스(고온실)' 상태의 지구가 된다는 것인데요. 핫 하우스는 기존의 '
그린 하우스'(온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 정도 상승하는 상황이 그린 하우
스였다면 핫 하우스 상태는 4~5℃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한번 핫 하우스로 향하는 길에 진입하면 인류가 탄
소가스 발생을 줄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구 시스템이 변하면서 모든 노력이 쓸모없게 됩니다. 요한 록스
트룀 스톡홀름 복원력센터 (SRC) 교수를 비롯한 저자들은 "현재 나타나는 폭염은 지구가 핫 하우스로 향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인류가 모든 노력을 다해도 막지 못한다고 하니깐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도 장마가 끝나고 본
격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불볕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뷰]
작년은 정말 최악이었죠. 40℃가 넘었고 41℃까지 기록했는데 올여름은 작년 여름처럼 최악의 폭염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작년만큼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하지 않고 티베트 고원의 상층고기압 발달도 덜합니다. 그렇다
고 덥지 않은 여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평년보다는 확실히 무덥고 습한 여름이 될 겁니다. 불쾌지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젠 우리나라도 폭염은 무서운 재난
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철저히 폭염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요. 앞으로 폭염 재난은 더 심해질 텐데, 특히 국가에서는 다양한 대비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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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철저하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폭염도 법정 재난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
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처 : YTN 사이언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12. 읽기자료 ⑦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폭염이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폭염발생 시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1.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2.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3.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4.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5.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
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6.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1.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2. 야외 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합니다.
3.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4.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5.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
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6.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
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1.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
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
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3.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축사·양식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1.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합니다.
2.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3.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4. 가축·어류 폐사 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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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더위쉼터 이용
6.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
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
소에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출처 : 기상청 날씨누리 국민행동요령

자료출처
1. 날씨누리 웹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날씨 예보 확인하기http://www.weather.go.kr
2. 역대급 폭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YTN (Yes! Top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TM-i6c0v9mY
3. 태양과의 거리 가장 멀다는 7월 왜이리 덥지? (한겨레신문)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10100007/2002/07/010100007200207092148001.html
4. [네이버 지식백과]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서 여름일까? (천재학습백과 초등 과학 6-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8660&cid=58598&categoryId=58719
5. 땀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CLGtOkFBya4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508131647052105
6. [KISTI의 과학향기] 과학으로 본 땀의 다양한 기능
http://scent.ndsl.kr/site/main/archive/article/%EA%B3%BC%ED%95%99%EC%9C%BC%EB%A1%9C-%EB%B3%B8-%EB%95%80
%EC%9D%98-%EB%8B%A4%EC%96%91%ED%95%9C-%EA%B8%B0%EB%8A%A5
7. 에어컨의 원리-후덥지근한 공기를 차가운 공기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9599&cid=58885&categoryId=58885
8. [교과서 속 숨은 과학 찾기] 흡열반응과 발열반응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1z6901p2Yc
9. 열과 전쟁 벌이는 친환경 공학자- 김민수(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http://lg-sl.net/product/creativeexpedition/scientist/readScientist.mvc?scientistId=JNDA2008030002
10. 에어컨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시원하게 분해하자! [호기심팩토리]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ALsw3aFtNZ0
11. 냉동실에 쌓인 아이스팩으로 에어컨을 만들어보자! ❄ [과학만사성 클립] / YTN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eUW0A8-hrNc
12.[날씨학개론] 매년 돌아오는 불볕더위…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pKxo5HWf7AE
13.폭염발생 시 행동요령
http://www.weather.go.kr/weather/warning/safetyguide_heat.jsp

- 62 -

2019 STEAM 교사 연구회 :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과목명

[6과11-02] 빛이 유리나 물,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현상

2

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학, 체육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체육시간에 수영안전교육을 하러 수영장에 갔다. 수영장의 물의 깊이가 낮은

상황제시(Co)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보기보다 깊어서 깜짝 놀랐다. 물의 깊이가 우리가 눈으
로 보는 것과 왜 다를까?

창의적

2

빛의 굴절을 이용한 다양한 예시 자료를 찾아 직접 설계하여 실험해 본다.

설계(CD)
감성적

나만의 Underwater Targets 제작해 본다.

체험(ET)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파동-파동의 성질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성취기준

6-1 5. 빛과 렌즈

학습목표

차시

고등학교 / 1학년
빛이 유리나 물, 볼록 렌즈를 통과하
면서 굴절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4/8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굴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과학, 공학, 체육

S

※

성취기준 영역

빛이 유리나 물, 볼록 렌즈를 통과하
면서 굴절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빛의 굴절

T
STEAM
요소

E
A

※
※

Underwater Targets 제작하기

수영장에서의 안전교육 실시

M

개발의도

※

※

체육수업 중 수영 수업을 통해 빛의 굴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체육수업 중 수영 수업을 통해 빛의 굴절에 대해서 배우면서 스스로 빛이 왜 굴절되는지 이유를 찾도

록 한다. 그리고 물 속에서의 빛의 굴절을 활용한 재미있는 놀이 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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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입(5분)

체육시간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깊이가 낮은 것 같아서 들어

학습자료 및
유의점
수영장안전

Tip!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깊어서 깜짝 놀랐다. 밖에서 쳐다본 물의 깊 수칙동영상시청
https://www.y
이와 실제 물의 깊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ET

수영장의 물의 깊이가 밖에서 볼 때와 직접 들어갔을 때가 다

outube.com/w
atch?v=q99_-x
J_MsM

른 이유에 대해 서로의 의견 공유하기
CD

물은 부은 컵 속의 동전 관찰하기

준비물

• 컵 속에 동전을 넣고 물을 부었을 때 동전은 어떻게 보이는지 낮고

불투명한

컵,

관찰해 봅시다.
- 높이가 낮고 불투명한 컵의 바닥에 동전을 넣습니다.
- 컵 속의 동전을 관찰하는 사람은 몸을 앞뒤나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동전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멈추고 컵 속
을 바라봅니다.
- 한 사람이 천천히 컵에 물을 부으면 다른 사람은 컵 속에서 나
타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높 이 가

동전,

물,

비커, 높이가 높
고 불투명한 컵,
젓가락
사람이

Tip!

움

직이는 대신 동
전이 들어 있는
컵을

움직여도

- 동전이 들어 있는 컵에 물을 부었을 때 컵 속의 동전 모습을 된다.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 동전이 들어 있는 컵에 물을 붓지 않았을 때와 물을 부었을 때
컵 속의 동전 모습을 이야기해 봅시다.

전개(80분)

CD

물을 부은 컵 속의 젓가락 관찰하기

젓가락을

Tip!

• 컵 속에 젓가락을 넣고 물을 부었을 때 젓가락은 어떻게 보이는 손으로 잡고 물
을 붓도록 하면

지 관찰해 봅시다.
- 높이가 높고 불투명한 컵에 젓가락을 넣습니다.
- 컵 속에 넣은 젓가락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 젓가락을 넣은 컵에 물을 붓고 젓가락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젓가락이

붓지 않았을 때
와

같은

컵 속의 젓가락모습을 이야기해 봅시다.
CD

물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까닭 알아보기

•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이 굴절되면 물속에 있는 물체는 어떻
게 보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이 굴절되면 굴절된 빛을 보는 사람은
실제와 다른 위치에 있는 물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 64 -

곳에

위치하게 할 수

- 젓가락이 들어 있는 컵에 물을 부었을 때 컵 속의 젓가락모습 있다.
을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 젓가락이 들어 있는 컵에 물을 붓지 않을 때와 물을 부었을 때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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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나만의 Underwater Targets 제작하기

준비물

작은 비

• 예시자료로 작은 비닐튜브 풀장에 매트를 깔고, 매트에 점을 찍 닐, 바둑 돌,
어 놓는다. 학생들에게 바둑돌을 던져 점 위치에 던질 수 있도록 작은 막대기,
한다. 또는 작은 막대기를 주고, 점을 찍도록 하면서 빛의 굴절에 원 모양 스티
대한 개념을 배우도록 한다.

커, 기타 개인

• 빛의 굴절을 활용한 나만의 Underwater Targets 제작하여 다 준비물
른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빛의 굴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ET

정리(5분)

물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까닭 정리하기

• 물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
일까요?
-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이 굴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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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 동전이 들어 있는 컵에 물을 부었을 때 컵 속의 동전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나타
내 봅시다. 그리고 물을 부었을 때 컵 속의 동전이 보이는 까닭을 써 봅시다.

⇨
▲ 물을 붓지 않았을 때

▲ 물을 부었을 때

■ 다음 그림에서 굴절된 빛을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물고기의 위치를 골라 기호를 고르
고, 물고기가 실제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을 써 봅시다.

· 기호 · 까닭 -

■ 물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예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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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이 들어 있는 컵에 물을 부었을 때 컵 속의 동전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나타
내 봅시다. 그리고 물을 부었을 때 컵 속의 동전이 보이는 까닭을 써 봅시다.

⇨
▲ 물을 붓지 않았을 때

동전

▲ 물을 부었을 때

빛이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굴절하기 때문이다.
■ 다음 그림에서 굴절된 빛을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물고기의 위치를 골라 기호를 고르
고, 물고기가 실제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을 써 봅시다.

㉠

㉡
㉣
㉢

· 기호 - ㉡
· 까닭 - 물고기에 닿아 반사된 빛은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굴절되어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는데, 사람은 눈으로 들어온 빛의 연장선에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물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예를 써 봅시다.

물이 얕아 보일 때, 나무 막대가 꺾여 보일 때, 물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일 때,
눈에 보이는 다슬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없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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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참고자료(교사용)
■ 빛의 굴절
*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
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에도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굴절 된다.
* 물과 공기의 경계면, 유리와 공기의 경계면과 같이, 투명한 물질이 만나는 경계면에서는
빛의 굴절이 일어난다.
■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빛이 나아간 길과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이 나아간 길이 일치
하게 하는 방법
* 수조 아래에서 레이저 빛을 비추어 원래 들어온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한다.
* 물속에서 거울의 각도를 조절하여 레이저 빛이 원래 들어온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한다.
■ 식용유와 물이 담긴 비커에 레이저 빛을 비출 때의 빛의 진행 경로
* 빛은 공기중에서 식용유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한 번 꺾이고, 식용유에서 물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또 한번 꺾이게 된다.

자료출처

※ 천재학습백과 koc.chunjae.co.kr/main.do – 과목별 학습백과 과학개념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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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굴절
* 공기에서 물로 빛을 비추면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꺾인다. 이처럼 빛이 진행하다
가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두 물질의 경계면에 수직인 선과 입사 광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굴절
광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한다.

■ 탐구 – 빛의 굴절
* 준 비 물: 각도기, 반원형 물통, 레이저 포인터, 물, 설탕 시럽, 접착테이프
* 실험하기
① 반원형 물통에 물을 가득 넣고 각도기를 접착테이프로 고정한다.
② 각 A가 30˚가 되도록 레이저를 비추고, 각 B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각 A와 B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각 A가 더 크다.
② 물건을 움직여 물건과 거울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물건의 상을 관찰한다. 거리가
변함에 따라 상의 모양과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가?
→ 오목거울의 경우 거울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확대된 바로 선 상에서 거꾸로 선상으
로 바뀌고, 볼록거울의 경우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긴다.
③ 각 A를 45˚, 60˚로 변화시키면서 각 B를 측정한다.
④ 물 대신 설탕 시럽을 넣고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자료출처

※ 천재학습백과 koc.chunjae.co.kr/main.do – 중등교과서 과학(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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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1~2

중

하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물을 부은 컵 속의 동전 및 젓가락을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현
상들을 빛의 굴절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
물을 부은 컵 속의 동전 및 젓가락을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현
상들 중 하나만 빛의 굴절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
물을 부은 컵 속의 동전 및 젓가락을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현
상들을 빛의 굴절과 관련해 설명하지 못한다..

■ 관찰평가지(1~2차시)
지식

태도

물을 부은 컵 속의 동전 및

번호

이름

젓가락을

관찰하면서

나타

나는 현상들을 빛의 굴절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

상

중

하

나만의

Underwater

Targets를 창의적으로 잘
만들었는가?
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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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2

성취기준

과목명

9정02—03 : 실생활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정보

표현한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여름방학때 가고 싶은 여행지”을 주제로한 정보를 검색하여

주제(단원)명

구조화하기

상황제시(Co)

2019 여름방학

창의적

2

연상되는 단어와 하고 싶은 체험들을 정보검색하기

설계(CD)
감성적

검색된 정보들을 그룹별로 정리 분류하여 정보를 구조화해 보자

체험(ET)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정보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생활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정보의 구조화

차시

개발의도

6/8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연계과목

요소

9정02—03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구조화 형태가

학습목표

STEAM

2

연계과목

사회, 체육, 영어, 수학, 과학

성취기준 영역

S

사계절 중 여름에 가능한 체험활동을 중점으로 정보를 검색한다

T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

E

자전거, 기차여행등

본인이 직접 만들고 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A

다양한 표 및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다

M

여행시간, 경비 및 거리 등 다양한 계산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고 분류할 줄 알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구조화
방법을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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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책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 생각해 보고, 효과

도입(10분)

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한다.
⦁생활 속에서 정보가 구조화된 사례를 찾아보게 한다.

➊ 정보의 구조화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의 내용 요소들을 특성에 맞게 정리 및 배열하
여 통일된 모양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정보의 구조화라고 한다.
⦁정보의 구조화는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표현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정보의 구조화는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정보 구조화 과정

정보 파악 → 내용 요소 추출 → 내용 요소 분류

및 정리 →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

전개(30분)

➋ 정보 구조화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목록형 구조: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순서대
로 나열한 구조이다.
⦁계층형 구조: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수준별로 분류하여 한 지점에
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계층적인 관계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
조이다.
⦁테이블형 구조: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서로 다른 두 기준인 세로줄
과 가로줄로 나누어 표 형태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이다.
⦁그래프형 구조: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 간의 상호 관계를 선으로 연결
하여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이다.

⦁조선 시대 왕가의 가계도에 대한 글을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화
해 본다.

정리(10분)
⦁여름방학에 여행하고 싶은 여행지 검색후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화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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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1. 다음은 조선 시대 왕가의 가계에 대한 글이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조선의 제1대 왕 태조(1392~1389 재위)는 신의 왕후 한 씨와의 사이에서 제2대 왕 정종(1398~1400 재위)과 제3
대 왕 태종(1400~1418 재위)을 낳았다. 태종과 원경 왕후 민 씨와의 사이에서 제4대 왕 세종(1418~1450 재위)이
태어났고, 세종과 소헌 왕후 심 씨와의 사이에서 제5대 왕 문종(1450~1452 재위), 제7대 왕 세조(1455~1468 재
위)가 태어났다. 제5대 왕 문종은 현덕 왕후 권 씨와의 사이에서 제6대 왕 단종(1452~1455 재위)을 낳았지만, 삼촌
인 세조가 단종에게서 강제로 왕위를 빼앗고 조선의 제7대 왕으로 등극하였다. 세조는 정희 왕후 윤 씨에게서 덕종(추
존 왕), 해양 대군을 두었는데, 해양 대군이 바로 제8대 왕 예종(1468~1469 재위)이고, 제9대 왕 성종(1469~1494
재위)은 덕종과 소혜 왕후 한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2. 조선 시대 왕가의 가계도를 계층형 구조로 나타내어 보자.
제1대 왕

제5대 왕

태조

문종

신의 왕후

제3대 왕

한 씨

태종
제9대 왕

소헌 왕후

성종

심 씨

제8대 왕
예종

3. 조선 시대 왕의 재위 기간을 연도순으로 정렬하여 테이블형 구조로 나타내어 보자.
왕의 계보

1대

왕

태조

재위 기간

2대

3대

4대

5대

1392~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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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참고자료(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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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1-2

더위와 폭염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발표하고,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중

추위와 한파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발표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하

더위와 폭염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평가방법

평가도구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 학 습 주 제 :
☆ 자기 평가 시행 학생 :
평가방법

평가

평가

영역

요소

평가척도
3점 2점 1점

평가기준

지식의 이해도

나는 더위와 폭염의 과학적 지식을 잘 이해하였다.

스팀 수업 흥미도

나는 더위와 폭염에 대한 스팀 수업이 흥미로왔다

활동 참여의 태도

나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융합
자기평가
배려

합 계
특징 기록 :

☆ 학 습 주 제 :
☆ 평가 시행 학생 :
★ 평 정 척 도 : 매우 우수 :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평가대상학생
평가
평가
가○○
나○○
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영역
요소
평가 척도

모둠 내
동료평가

소통
배려

책임감
협력
배려

자신이 맡은 자료 수집에 책임을 다함
자료 정리와 발표 준비에 협력적임
모둠 활동에서 친구들을 배려함
합 계

특징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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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2

과목명
과학

[9과23-02] 우리은하의 모양, 크기, 구성 천체를 설명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상황제시(Co)
창의적

2

설계(CD)
감성적
체험(ET)

은하수는 무엇일까?
은하수 그려보기, 별자리 그려보기
별자리를 교실 벽면에 붙이고 감상하기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통합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 1학년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
생하며,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 과정

중심과목

중심과목

생태계와 환경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로 인해 열에
너지 이용의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 생존법

차시

8/8

더운 이유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과학
S

우리은하의 모양, 크기, 구성 천체를

성취기준 영역

설명할 수 있다.

※

지구의 공전과 연주운동

※

야광풀로 별자리 찍어보기, 젤러펜으로 탄생별자리 적어보기

※

여름철에는 무더위가 나타난다. 지구의 공전과 관련지어 알아본다.

T
STEAM
요소

E
A
M

※

개발의도

무더위가 나타나는 여름철을 지구의 공전과 연계하여 알아보고 별자리 변화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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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 생각열기
• 동영상 시청(한국의 아름다운 밤하늘)
(https://www.youtube.com/watch?v=4tPQ3P_15xo)
도입(10분)

동영상

○ 은하수는 무엇일까?
• 발표하기
CD

○ 은하수는 왜 여름에 잘 보일까?
• 우리 은하의 모습을 그려본다.
• 태양의 위치를 표시한다.
• 여름철과 겨울철의 지구의 위치를 표시한다.
• 은하의 중심부와 태양, 지구의 위치를 알아본다.
준비물!

전개(60분)

○ 여름에는 어떤 별자리를 볼 수 있을까?
• 자신의 탄생 별자리를 검은색 색지를 준비한다.
• 검은색 색지에 연필을 이용하여 탄생 별자리를 그린다.
• 물풀에 형광가루를 섞는다.
• 탄생 별자리를 형광풀을 두껍게 찍는다.
• 젤러펜을 이용하여 별자리 특징을 적는다.

준비물: 8절
검은색 색지,
형광가루,
물풀,
이쑤시개,
젤러펜, 연필

ET

○ 태양의 연주 운동과 황도 12 궁 확인하기
• 교실 벽면에 설계한 별자리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인다.
• 불을 끄고 확인하다.
• 여름철의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정한 후 보이는 별자리
를 확인한다.

ET

정리(30분)

○ 정리하기
• 조금씩 공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별자리를 확인
하고 활동지에 작성한다.
• 내가 태어난 달에 볼 수 있는 별자리와 볼 수 없는 별자
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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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 우리 은하를 그리고 태양계의 위치, 지구의 위치를 계절별로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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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참고자료(교사용)

우리은하(―銀河, 라틴어: Via lactea)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은하" 또는 "은하계"라고도 불린다. 은하수는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부분으로, 천구를 가로지르는 밝은 띠로 보인다. 이 밝은 띠는 다수의 별들로 이루
어져 있다. 은하 중심부가 있는 궁수자리 방향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천구상에서 은하면은
북쪽으로 카시오페이아자리까지, 남쪽으로 남십자자리까지에 이른다. 황도에 대한 경사로
보아, 이는 은하면에 대한 태양계 대부분의 행성 궤도면(≒황도면)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은하가 천구를 거의 똑같이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곧 태양계가 은하면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은하에는 은하의 중심과 은하의 북극이 존재
하는데, 원기 B1950으로 측정한 북극의 적경과 적위는 12h 49m, +27.4˚였다.또한 우리은
하계에는 4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밝혀졌다.

<우리 은하의 모습>

위키백과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A6%AC%EC%9D%80%ED%95%98#/med
ia/파일:Artist’s_impression_of_the_Milky_Wa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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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야기 :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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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과목명

다양한 자연 현상이 지구 시스템 내부의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통합과학

[10통과 04-02]

2

의 결과임을 기권과 수권의 상호 작용을 사례로 논증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상황제시(Co)
창의적

2

설계(CD)
감성적
체험(ET)

"하늘은 높고 푸른데 말이 살찌는 게 두렵다"
가을 날씨 중 하늘에 대해 알아보기
가을에 살이 찌기 쉬운 과학적 이유 알아보기
가을 날씨에 대한 문학작품, 예술작품에 대해 대화하기
가을에 살이 찌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조사·발표하
기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통합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 1학년
다양한 자연 현상이 지구 시스템 내부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10통과04-02] 지구시스템

중심과목

의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의 결

성취기준

과임을 기권과 수권의 상호 작용을 사
례로 논증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천고마비가 진짜일까?

학습목표

차시

2/8

가을하늘이 높아보이고 파랗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가을 하늘이 높아보이고 파랗게 보이는 이유

STEAM
요소

개발의도

T
E
A
M
사자성어 천고마비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살찌기 쉬운 가을에도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청명하다. 높고 푸르른 하늘과 가을 날씨의 영향을 받은 예술작품이 많이 있다. 가을과
관련된 사자성어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천고마비이다. 이러한 사자성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
까? 과학적으로 우리나라 가을 날씨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과학적 개념을 습득하고, 가을에는 왜 말이
살찌게 되는지 과학적인 과정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가을에 살찌지 않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실
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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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Co

상황 제시

감성적 체험

학습과정

CD

창의적 설계

Tip!

교수-학습 활동

Co

"하늘은 높고 푸른데 말이 살찌는 게 두렵다"

- 동영상 시청 후 천고마비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기
도입(10분)

가을 날씨에 대한 문학작품, 예술작품에 대해 대화하기
- 가을 날씨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대화하며 공
감하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하늘은 높고
푸른데 말이
살찌는게
두렵다" / YTN
(Yes! Top
News)
https://www.y
outube.com/w
atch?v=y8GAeJ
rh-nk
읽기자료 : 가을
하늘이 더 파랗
고 높아 보이는
이유는?
http://www.cctime
s.kr/news/articleV
iew.html?idxno=30
5900#08W8

CD

가을 날씨 중 하늘에 대해 알아보기

- 하늘이 푸른 과학적 이유, 저녁 하늘이 붉은 이유, 구름이

전개(60분)

탐구하기 : 태양
광이

통과하는

하얀 이유

대기층의 길이와

- 가을 하늘이 유독 높고 푸르른 과학적 이유

하늘색의 변화의

- 탐구하기 ; 태양광이 통과하는 대기층의 길이와 하늘색의

관계

변화의 관계(물, 우유, 투명한 유리통, 백색광 이용)

가을은

살찌는

계절? 식욕 완전
CD

가을에 살이 찌기 쉬운 과학적 이유 알아보기

- 일조량 변화와 호르몬과의 상관관계

가을에 살이 찌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조
사·발표하기
정리(30분)

- 가을에 살이 찐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기
- 가을에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조사하고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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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모

둠

이

름

주

제 천고마비가 진짜일까?

활동일시

년

월

일

교시

학습목표 가을하늘이 높아보이고 파랗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하늘은 높고 푸른데 말이 살찌는게 두렵다" / YTN (Yes! Top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y8GAeJrh-nk
1) 천고마비는 무슨 뜻일까?

2) 뉴스를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3) 과학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해보자.

2. 가을 날씨에 대한 예술 작품 찾아보기
1) 문학 작품

2) 미술 작품

3) 음악 작품

3. 읽기자료 : 가을 하늘이 더 파랗고 높아 보이는 이유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한자성어인 천고마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을하늘이 다른 계절의 하늘에 비해 높게 보이며 유난히
파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산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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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이라는 현상은 태양 빛이 작은 공기 입자들과 부딪혀 흩어지는 현상으로 파장이 짧은 영역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태양 빛이 대기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산란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보랏빛이 산란되다가 이후 파란 빛이
산란이 되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태양 빛이 대기권을 뚫고 지나는 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욱 긴 파장인 붉은 색 빛까지 산란이 되어 붉
게 하늘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도 산란 때문인데요. 구름은 물방울로 되어 있어 본래 투명해야 하지만 물방울의
입자가 매우 작은 관계로 빛을 산란시킵니다. 이때는 물방울의 크기가 공기입자보다 크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산란이
일어나게 되어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을하늘이 유독 높고 파랗게 보이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가을철에는 여름철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공기 중의 먼지가 많이 제거됐고, 또 땅이 젖어있어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나르기 어려워, 공기 중에 먼지가 적어집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있으면 먼지에 의해 태양 빛이 산란되고 이 산란은 구름의 산란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뿌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적은 가을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입니다.
또한 가을의 대기는 많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대류 또한 적게 일어나 먼지가 오랜 시간 떠있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기에 좋은 가을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충청타임즈 김민주 교사 (충북과학고)

1) 하늘이 푸른 과학적 이유는 무엇인가?

2) 저녁 하늘이 붉게 보이는 과학적 이유는 무엇인가?

3) 구름이 하얗게 보이는 과학적 이유는 무엇인가?

4. 탐구하기 : 태양광이 통과하는 대기층의 길이와 하늘색의 변화의 관계
★준비물 : 투명한 원통, 물, 우유, 백색광
★탐구과정
1. 투명한 원통에 물을 넣는다.
2. 물에 우유를 조금 넣는다.
3. 원통 아래 부근에 백색광을 대고 원통을 옆에서 관찰한다.
4. 우유의 양을 조절하여 가며 1~3을 반복한다.
(예시) ① 기획 :
② 제작-역할나누기 :
③ 고찰하기 :
★탐구를 통해 알게 된 과학적 사실에 대해 설명해보자.
-백색광에서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빛의 색 변화를 관찰하여 (대기를 관통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관찰되
는 빛의 파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 출처 ; 가을은 살찌는 계절? 식욕 완전 정복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5. 읽기자료 : 가을은 살찌는 계절? 식욕 완전 정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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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을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른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의미인데, 그래서인지 가을이 되면 부쩍 식
욕이 왕성해져 체중 조절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을이 되면 식욕이 증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
과 함께 식욕조절에 관해 알아보자.
실제로 가을에 식욕이 왕성해지는 걸까?
우리 몸이 가을에 식욕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세로토닌의 영향일 수 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뇌에서는 기분, 수면, 기억력, 인지 기능, 충돌 조절, 불안, 초조감, 식욕 등에 관여한다. 세로토닌은 식욕 중
특히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반대로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식욕이 증가한다.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하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가을이 되면 낮 시간이 짧아지고
밤 시간이 길어져 체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식욕이 늘 수 있다. 또한 가을에는 풍부한 곡식과 과
일이 식욕을 자극하기도 하며, 추석 명절 과식으로 인해 위가 늘어나 평상시와 같은 양의 식사에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식욕이 증가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배고픔과 식욕은 어떻게 느끼게 될까?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끼니를 거르거나 공복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체내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분비된 그렐린은 시상하부에 있는 섭식중추를 자극해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 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시상하부의 포만중추를 자극해 충족감 및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
학적 상태와 별개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식욕을 증가시키거나 줄일 수 있다.
스트레스와 식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입맛이 없어져 음식을 먹지 않
는 사람들도 있다. 대개 단기간의 급성 스트레스는 식욕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뇌의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코르티코트로핀분비호르몬이 방출된다. 또한 뇌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부신
에서의 ‘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는 fight-or-flight 반응 (스트레스 상황에서 싸울 것인지 도망칠 것인지
를 결정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식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신은 ‘에피네프린’ 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
르몬은 생리학적으로 식욕을 증가시키며, 무엇인가를 먹고자하는 심리적 갈망을 촉진시킨다.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지
면 ‘코르티솔’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은 계속 상승된 상태로 유
지되고 그 결과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된다.
식욕 조절을 위해 약을 먹어도 될까?
식욕을 억제하여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식욕억제제는 식욕에 관여하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식욕억제제는 식이, 운동
과 같은 생활습관을 개선을 통해 체중감량이 어려운 ‘체질량지수(BMI) 30kg/m²이상’ 또는 ‘고혈압 ∙ 당뇨병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kg/m² 이상’인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누구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욕억제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받은 성분은 펜터민(Phentermine),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디에칠
프로피온(Diethylpropion), 마진돌(Mazindol)이 있으며, 이 성분들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
품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다.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두근거림, 맥박 상승, 혈압 상승, 가슴 통증, 불안감, 현기
증, 불면,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동맥경화증 ∙ 중증 고혈압 ∙ 폐동맥 고혈압
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자와 갑상선기능 항진증 환자, 녹내장 환자, 14일 이내 우울증 치료제(MAO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해서는 안된다.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간 복용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거
나 2개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면 폐동맥 고혈압이나 판막성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식욕이 지나치거나 없는 것은 질병일까?
장기간의 식욕 증가 혹은 식욕 부진은 질병의 증상일 수 있다. 우선, 음식물을 과도하게 갈망하는 상태는 불안장애,
신경성 폭식증,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다. 이러한 식욕 증가는 원인 질환을 치료함으
로써 호전되는데, 예를 들어 불안장애의 경우는 항불안제를 사용하고, 당뇨병의 경우 경구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이용
하여 혈당 조절을 하며, 갑상선기능항진증은 항갑상선제를 복용하여 갑상선호르몬 수치를 정상화하면 과도한 식욕을
보이는 증상은 완화된다.
일시적인 식욕 부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회복된다. 하지만 식욕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고
우울감, 기침 등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우울증, 결핵, 암 등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 있다. 따라서 식욕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출처 ; 가을은 살찌는 계절? 식욕 완전 정복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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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을에 식욕이 증가하는 과학적 이유는 무엇인가?

2) 배고픔과 식욕의 관계는 무엇인가?

3) 체중 감량을 위해 식욕을 조절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나의 건강에 좋을까?

4) 올바른 체중 감량을 위해, 건강하게 체중 감량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이 있을까?

자료출처
1. 날씨누리 웹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날씨 예보 확인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y8GAeJrh-nk
2. 계절이 바뀌면 사람도 변한다 2013-11-13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SCSC/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SCSC2013110006
3. 시리도록 푸른 가을하늘, 유난히 높아보이는 이유는? 2013-09-11 동아일보DB 제공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IQEX/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IQEX2013090001
4. 가을하늘이 더 파란 이유는?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xADIxdR4JeA
5.[궁금해요, 날씨] 가을 하늘이 더 파랗고 높아 보이는 이유는?
http://kids.hankooki.com/lpage/news/201109/kd20110928162300103200.htm
6. 가을 하늘 파래도 너무 파랗다?
http://lg-sl.net/product/infosearch/curiosityres/readCuriosityRes.mvc?curiosityResId=HODA2008030089
7. [선생님이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가을하늘이 높은 까닭은? 김민주 교사 (충북과학고)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00#08W8
8. 백로, 가을하늘은 왜 유독 파랗고 맑아 보일까?
https://seouleducation.tistory.com/2721
9. 왜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를까? 5기 김나경기자
https://youthpress.net/xe/index.php?mid=kypnews_article_culture&listStyle=viewer&page=1&document_srl=312951
10. 가을 하늘이 유난히 더 높고 파란 이유 권순일 기자 2013년 9월 22일 09:56
http://kormedi.com/1207933/%EA%B0%80%EC%9D%84-%ED%95%98%EB%8A%98%EC%9D%B4-%EC%9C%A0%EB%82%9C%ED%
9E%88-%EB%8D%94-%EB%86%92%EA%B3%A0-%ED%8C%8C%EB%9E%80-%EC%9D%B4%EC%9C%A0/
11. 가을 하늘이 푸르고 높은 까닭
https://www.mk.co.kr/news/it/view/2012/09/623579/
12. 가을 하늘의 비밀!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251
[재미있는 역사이야기] 천고마비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1165&s_hcd=&key=201610101007041671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가을 하늘은 왜 더 파랗게 보일까?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1177&s_hcd=&key=201609301152484493
살찌는 계절 가을, 체중 감량에 제격?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509071554558070
가을에 식욕이 왕성해지는 이유는?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509071554418215
[날씨]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는 왜 살이 찔까?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SYEBH6ravlM
[우리가 몰랐던 과학 이야기] (5) 가을에 살찌는 이유, 세로토닌의 비밀
https://www.segye.com/newsView/20171013006161
가을은 살찌는 계절? 식욕 완전 정복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http://hqcenter.snu.ac.kr/archives/jiphyunjeon/%EA%B0%80%EC%9D%84%EC%9D%80-%EC%82%B4%EC%B0%8C%EB%8A%94
-%EA%B3%84%EC%A0%88-%EC%8B%9D%EC%9A%95-%EC%99%84%EC%A0%84-%EC%A0%95%EB%B3%B5%EB%B2%95
가을 오면 성인 3% 우울 증세...일조량 감소 원인
http://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U00186&nttId=409695&menuNo=200509&lang=&searchCn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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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CndCt=&searchWrd=&pageIndex=22&vType=A
[팩트체크][생활속과학]가을이 되면 왜 살이 찌는 거죠?
http://news1.kr/articles/?3426931
행복호르몬 세로토닌, 우리가 '가을을 타는' 이유다?
https://news.joins.com/article/187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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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활동지(교사용)
1. 하늘은 높고 푸른데 말이 살찌는게 두렵다" / YTN (Yes! Top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y8GAeJrh-nk

2. 읽기자료 ①

계절이 바뀌면 사람도 변한다
휘잉~ 찬바람에 길바닥 가득 쌓였던 낙엽이 덩어리로 뭉쳐 굴러간다. 찬바람은 자꾸만 불고, 낙엽이 쓸려간 자리에 딱 그
만큼의 낙엽이 다시 쌓인다. 바야흐로 가을, 아니 초겨울이 시작된 것이다. 태연, 창가를 지나가다 낙엽을 보며 눈물을 글
썽이고 있는 아빠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다. 아빠의 손에 뭔가 수상쩍은 검정 뭉치가 들려있다.
“아빠, 울어요? 왜? 어디 아파요?”
“아프다… 마음이….”
“누가 욕했어요? 엄마가 뚱뚱하다고 구박했어요?”
아빠가 손에 들려있던 불길한 뭉치를 태연에게 보여준다. 머리카락 뭉치다. 태연은 아빠의 유난히 허전해진 정수리와 머
리카락 뭉치를 번갈아 보고는 그제야 아빠의 눈물을 이해한다.
“가을이 아빠의 머리카락을 훔쳐간 거구나. 계절은 왜 자꾸 바뀌어가지고 울 아빠를 슬프게 하는 걸까. 나쁜 계절!”
“그렇다고 계절이 바뀌지 말라고는 할 수 없잖냐. 1년 주기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걸 말릴 수도 없고, 삐딱하게 기울
어진 자전축을 똑바로 세울 수도 없으니 말이다.”
“예에? 계절이 지구의 공전 땜에 생긴다고요? 헐, 대박! 난생 처음 듣는 얘기에요!”
“태연아, 틀림없이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걸 난생 처음 듣는다니, 나도 많~이 당황스럽구나.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약 23.5도 삐딱하게 기울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까지 오는 태양빛의 양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
고, 그래서 계절이 생겨나는 거란다. 또 바다와 육지의 분포, 해류, 해발고도 등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생기지.”
“가만가만 기억을 떠올려보니,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빠, 계절이 바뀌면 낙엽만 떨어져야
지 아빠 머리카락은 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날도 추워지는데 정수리가 그렇게 허전하면 머리까지 나빠지는 거 아닐까
요?”
결국 아빠는 태연의 머리를 꽁 쥐어박는다.
“우리 태연이는 공부는 못해도 염장은 참 잘 질러 그치?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 우리 인체도 많은 변화
를 겪는단다. 머리카락의 경우, 봄과 여름에는 활발히 자라다가 가을, 겨울에는 잘 성장하지 않는 휴지기를 겪는데 이때
체내의 남성호르몬이 탈모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면서 머리를 감을 때마다 추풍낙엽같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서글픈 현상
이 나타나지. 흑흑흑….”
“아빠, 그만 울어요. 뚝!”
“또, 따듯한 곳에 적응했던 몸이 찬바람을 맞으면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면서 감기에도 잘 걸려요.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면역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온갖 감염병에 걸리기도 쉽고, 특히나 예민한 걸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눈은 안구
건조증과 함께 충혈, 따가움, 각막염 등이 오기 쉽지. 가을만 되면 머리가 당기듯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구건조증
이 원인인 경우도 많으니까 두통약만 먹지 말고 안과에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다. 뿐만 아니라 추위 때문에 근육과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혈관질환은 물론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지어는 얼굴 근육
이 수축되면서 인상까지 찡그린 형태로 바뀌기 쉬워요.”
“안 좋은 게 뭐 이렇게 많아요?”
“아냐, 좋은 것도 있어. 날씨가 추워지면 살이 빠지거든.”
“아빠, 지금 저 무식하다고 놀리시는 거예요? 가을이 천고마비(天高馬肥), 즉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는 것쯤
은 저도 안다고요. 설마 말만 살이 찌고 사람은 빠진다는 얘길 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허, 아빠가 명색이 과학잔데 거짓말을 하겠냐? 날씨가 추워지면 인체는 심장박동이나 소화 같은 기본적인 생명유지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 다시 말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가을, 겨울엔 여름보다 10% 정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단다. 지난 2011
년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비만인 20대 1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추위에 자주 노출이 되면 체지방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어요.”

- 88 -

2019 STEAM 교사 연구회 :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그래도 이상해요. 대부분 겨울이 되면 살이 찌던데요? 나도, 아빠도, 엄마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데 왜 살이 찌는 거
예요?”
“아빠가 ‘같은 조건’에서 살이 빠진다고 했잖니. 여름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먹으면 살이 빠지지만, 보통의 경우 날
이 추워지면 실내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떨어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이 당기기 마련
이거든. 그러니 더 살이 찌는 거지.”
“아~ 그래서 아빠의 배가 찬바람만 불면 임신 6개월 배에서 8개월 배로 급격히 커지는 거구나. 근데 아빠, 남자들은 정말
가을을 타요? 첫사랑이 막 생각나고? 아빠도 그래요?”
“그건 맞아. 남자든 여자든 가을을 탈 수밖에 없어. 일조량이 감소하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분비는 감소
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는 증가하거든. 이럴 때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절성 우울증’이 오기 쉽
단다. 만사에 흥미가 떨어지고 예민해지는 건 보통의 우울증과 같지만, 과다수면을 취한다는 점에서 좀 다르지. 흔히 계절
성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울증은 워낙에 잘 재발하는 병이라서 자칫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그리고 첫사랑은…. 음, 생각이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지.”
“아빠 첫사랑은 누구에요? 지난번에 취해서 부르던 그 가영씨 맞아요?”
“가영씨?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빠 첫사랑은 추현숙이야. 가을 추(秋), 추현숙. 그래서 가을이면 더 생각나….”
“아싸, 낚였다. 엄마! 아빠 첫사랑이 추현숙이래에에~~!!”
글 : 김희정 과학칼럼니스트, 출처 : KISTI과학향기

3. 읽기자료 ②

시리도록 푸른 가을하늘, 유난히 높아보이는 이유는?
가을의 시작이라는 9월에도 더위가 계속 될 거라는 예보가 있지만, 아침과 저녁의 선선한 바람은 찌는 듯한 더위로 사람
들을 지치게 만든 폭염이 한 풀 꺾였음을 느끼게 해준다. 게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이는 하늘은 한층 푸르고 높아 보이
기까지 한다.
가을 하늘이 더 파랗고 높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정말 그냥 느낌 때문일까.
기본적으로 하늘은 파란색을 띤다. 이는 햇빛이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공기 중의 미세물질들과 부딪혀 부서지는 ‘산란’현
상 때문이다. 산란이 이뤄지면 산란광이 발생하는데, 이 산란광의 파장이 짧아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하늘의 색깔도 파랗
게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고기압은 하강 기류를 발생시켜 대기 중의 먼지를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가을에는 높은 고도에서의 산란까지 더 잘 보여 하늘이 높고 푸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고기압은 대기 중 습도를 낮춰 건조하게 만드는 데, 이렇게 되면 태양빛과 수증기가 부딪혀 하늘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
도 줄어들어 파란색이 도드라진다.
가을이 오기 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푸르고 높은 하늘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보통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난 후
의 하늘이 일년 중 가장 먼지가 적은 하늘이기 때문이다.
출처 : 동아일보 전준범 기자

4. 동영상자료 ①

가을하늘이 더 파란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xADIxdR4JeA

5. 읽기자료 ③

가을 하늘이 더 파랗고 높아 보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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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하늘을 생각하면 높고 파란 하늘 색깔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미국의 노벨상 수상 소설가
펄벅 여사는 "조선의 가을 하늘을 네모 다섯모로 접어 편지에 넣어 보내고 싶다."라고 말했다지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감탄을 보낼 정도로 한국의 가을 하늘은 파랗고 아름답습니다. 왜 다른 계절의 하늘보다 가을 하늘이 더 파랗고 높은 것
일까요?
'하늘색'이라는 색깔이 있을 만큼 하늘하면 파란색이 떠오릅니다. 하늘이 파란 이유는 빛의 산란 때문입니다. 빛의 산란
이란 태양빛이 공기 중의 질소, 산소,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들과 부딪여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을 이르지요.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 불러요. 가시광선이 지구의 대기층에서 산란돼 우리 눈
에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가 떠 있는 낮에는 햇빛이 공기 입자와 부딪혀 짧은 파장의 산란광
을 내는데 이 짧은 파장의 산란광이 푸른빛이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던 하늘도 저녁 무렵이면 붉게 물들어요. 낮에는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대기층의
두께가 저녁에 비해 얇아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데, 저녁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태양 빛이 통과해야 하는 대기층이
두터워집니다. 이 때문에 파란빛은 초기에 대부분 산란되어 지면에 다다르지 못하고, 산란이 비교적 적은 붉은 계통의 색
이 지면에 도달해 하늘이 붉게 보입니다.
그럼 가을에는 왜 다른 계절보다 하늘이 더 파랗고 높은 것일까요? 가을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고, 건조한 공기에는 수증
기나 작은 물방울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파란빛이 더 잘 산란됩니다. 따라서 가을 하늘이 다른 계절보
다 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빛보다 파장이 더 짧은 보랏빛의 산란도 크지만, 사람의 눈은 보라색보다 파란색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늘을 보라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느낍니다.
가을에는 또 태양 고도가 점점 낮아지고 지표면이 열을 방출하여 지표 가까이의 온도는 차가워지지만, 높은 하늘의 기온
은 높은 상태랍니다. 이런 대기층은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지요. 대기가 안정되면서 지표면
부근에 강한 바람이 일지 않고, 지상의 먼지가 상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가을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을 하늘의 구름은 드러누운 모양인 수평으로 발달하는데, 새털구름, 양떼구름이 이에 해당해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자주 보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바쁜 일상 속에 잠깐씩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파란 하늘을 보며 즐겁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
랍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이현규(기상청 대변인실)

6. 읽기자료 ④

가을 하늘 파래도 너무 파랗다?
5대양에 담겨 있는 바닷물과 대기가 지구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달나라에는 여명도 석양도 없다. 한여름
소낙비가 소 잔등에서도 경계를 지으면서 오는 곳과 안 오는 곳이 있다고 하듯 달나라의 햇빛 도 그렇게 경계를 지으며
비추거나 안 비추거나 한다고 우주인들은 말한다. 어둠과 밝음의 경계에서 한 발 짝 전진하면 어둠이고, 그 반대이면 밝
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달나라의 특징이다. 지구에 있는 대기와 먼 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일 리
도 만무하다. 지구가 달나라와 같은 세상이라면 수많은 시인들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고 지은 수많은 시는 나오지
않 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푸른 것은 역시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처럼 햇빛과 대 기, 먼지
가 만들어내는 조화다. 햇빛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올 때 꼭 거쳐야 하는 곳이 대기권이다. 햇빛을 프리즘으로 비춰
보면 빨 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등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비 온 뒤 아치를 그리며 서는 무 지
개 색이다.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의 빛이 모두 합해지면 백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백색광이 된다. 여러 가지 색을
띠는 빛은 각각 고유의 파장과 진동이 있다. 위 아래로 떨리면서 전진하게 되는데 그 진동이 1초에 수백조번에 이를 정도
로 빠르다. 진동 속도가 빠른 것에 반비례해 파장은 짧아진다. 푸른색 계통으로 갈 수록 아주 작은 먼지나 공기 입자에도
산란될 정도로 파장이 짧다.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것은 공기 입자나 먼지들이 푸른색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보통 빛을
받은 물건은 빛 의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하거나 산란시킨다. 산란되어 나오는 빛의 색깔을 눈으로 인식한다. 빨
간 사과가 있다고 치자. 가시광선 중 빨간색이 사과로부터 반사되어 나온다. 그 나머지 빛도 대부분 반사하지 만 흡수되
는 빛이 주로 반사되는 색의 보색이기 때문에 사과의 빨간색이 잘 보이는 것이다. 반사와 흡수는 보편적으로 반대색끼리
이뤄지는 게 빛의 특징이다. 노란 바나나의 경우 노란색은 반사하고, 그 보색인 남색 을 주로 흡수한다. 이 때문에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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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보인다. 하늘 역시 대기 입자가 푸른색을 주로 산란시킨다. 그 산란되는 푸른빛이 눈으로 들어와
하늘이 파랗게 보인 다. 지구보다는 우주에서 볼 때 더욱 파랗게 보인다. 우주에는 대기권의 공기 입자 외에 먼지가 없어
서다. 산 란과 반사는 차이가 있다. 산란은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사방으로 햇빛을 흩트리는 것이고, 반 사
는 입사 각도에 따라 반사각도가 물질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대기가 주로 붉은 색을 산란시킨다면 하늘 은 붉게 보일 것
이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가을 하늘이 유독 파란 것은 어떤 이유일까. 기후와 관계가 깊다. 봄에는 황 사며
겨울 내 만들어진 먼지가 대기권을 가득 채우고 있다. 깨끗한 공기라면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다. 그 조성을 보면 질소
78.10%, 산소 20.93%,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은 다소의 변동이 있지
만, 표시한 다른 성분의 비율은 지역·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공기가 깨끗하 다면 이런 원소 외에는 빛의 직진에 영향
을 미칠 것이 없다. 즉, 황사나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이 없다는 것이다. 대기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나 산소 원소는 푸른색 계통의 햇빛을 산란시킬 정도 로 작은 입자다. 푸른색 계통의 파장은 그 만큼 짧다. 반면 황
사나 분진 등은 주황색 계통의 빛을 산란시킨 다.

가을을 제외한 다른 계절의 하늘에는 이처럼 주황색이 많이 산란되고

있어 하늘이 더욱 푸르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가을 하늘에는 비교적 이런 먼지들이 많지 않다. 여름에 내린 장마비에 하
늘에 퍼져 있던 먼지가 씻 겨 가버린데다 곧바로 다가오는 건조기에 습기조차 많지 않다. 이 기간 동안 대기 중에는 잔
먼지가 많이 떠 다닐 일이 없는 것이다. 햇빛의 산란은 그 어느 계절보다 산소나 질소 등의 공기 원소에 의해서만 일어난
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더욱 더 푸른 색 계통의 빛을 산란시키므로 하늘이 더욱 푸르고 깊게 보인다.
출처: 한국바스프 웹진

7. 읽기자료 ⑤

[선생님이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가을하늘이 높은 까닭은?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한자성어인 천고마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을하늘이 다른 계절의 하늘에 비해 높게 보이며 유난히 파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산란 때문입니다.
산란이라는 현상은 태양 빛이 작은 공기 입자들과 부딪혀 흩어지는 현상으로 파장이 짧은 영역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태양 빛이 대기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산란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보랏빛이 산란되다가 이후 파란 빛이 산
란이 되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태양 빛이 대기권을 뚫고 지나는 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욱 긴 파장인 붉은 색 빛까지 산란이 되어 붉게
하늘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도 산란 때문인데요. 구름은 물방울로 되어 있어 본래 투명해야 하지만 물방울의 입
자가 매우 작은 관계로 빛을 산란시킵니다. 이때는 물방울의 크기가 공기입자보다 크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산란이 일어
나게 되어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을하늘이 유독 높고 파랗게 보이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가을철에는 여름철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공기 중의 먼지가 많이 제거됐고, 또 땅이 젖어있어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나르
기 어려워, 공기 중에 먼지가 적어집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있으면 먼지에 의해 태양 빛이 산란되고 이 산란은 구름의 산란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뿌옇게 보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적은 가을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입니다.
또한 가을의 대기는 많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대류 또한 적게 일어나 먼지가 오랜 시간 떠있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
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기에 좋은 가을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충청타임즈 김민주 교사 (충북과학고)

8. 읽기자료 ⑥

백로, 가을하늘은 왜 유독 파랗고 맑아 보일까?
“가을 하늘 공활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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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애국가 3절)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절기인 ‘백로(白露)’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하늘 정말 맑고 푸르죠. 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가을하늘은 유독 더 맑고 푸르러 보이는 걸까요?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D
챕터1.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산란’ 때문이에요.
※산란이란? 파동이나 입자선이 물체와 충돌하여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현상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기체 분자와 부딪치게 되면서 여러 색상의 빛으로 분산되는데요,
이때 파란색과 보라색 빛이 가장 많이 퍼지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대기에 도달하는

다양한 파장 중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 영역인 가시광선도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 중

의 분자들에 의해 산란을 하게 됩니다.
대기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공기 분자들에 의해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레일리 산란’과 하늘의 색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챕터2. 레일리 산란과 밤의 하늘색
레일리 산란은 공기의 주성분인 질소와 산소 등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빛의 파장보다도 작을 때 일어나는 산란을 뜻
합니다. 레일리 산란은 파장이 짧을수록 효율이 높은데요, 낮 시간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 대기층을 통과하는 거리가 짧
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긴 붉은색보다는 짧은 푸른색 빛을 선택적으로 산란시킵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고 해가 저물어갈 때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거리가 늘어나, 푸른색 빛은 일찍
산란되고 파장이 긴 붉은색 빛만 남아 하늘이 붉게 보이게 됩니다.
한 낮에는 푸른 하늘이, 저녁에는 주황빛 노을이 보이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챕터3. 가을하늘은 왜 더 푸르게 보일까?
가을 하늘이 다른 계절보다 더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이동성 고기압 때문이에요. 여름철에는 ‘북태평양기단’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 공기 중의 많은 물방울이 태양빛을 흡수해 산란을 방해해요. 반면 가을철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기 때문에, 빛의 산란이 심해져 하늘이 더욱 푸르게 보이는 것이랍니다.
맑고 푸른 가을하늘 보며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서울교육나침반과 함께 알아 본 가을하늘이 푸른 이유! 어떠셨나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더욱 가을을 느낄 수 있겠죠?
올 가을 높고 푸른 가을하늘 바라보며 선선한 바람과 함께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세요 :)
출처: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서울교육나침반]

9. 읽기자료 ⑦

왜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를까?
옛말에 가을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고 한다. 이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
다는 뜻이다. 왜 다른 계절과 달리 유독 가을에는 하늘이 높고 푸르다고 하는 것일
까?
우선 하늘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하늘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빛의 산란 때문이다. 여기서 빛의 산란이란 햇빛이 공기 중의 질소, 산
소, 먼지 등과 같은 작은 입자들과 부딪칠 때 빛이 사방으로 다시 방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빛의 산란은 파장이 짧을수록 잘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의 산란이 잘 일어나게 되어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유독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습도와 관련이 있다.
한반도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여름에 온도가 높고 습한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대기 중의 수증기나 물방울 등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산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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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잘 일어나게 되어 가을 하늘이 비교적 더 높고 푸르게 보인다.
가을에는 대기층의 대류가 안정되어 있는 것도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가을이 되면서 태
양의 고도가 낮아져 지표면의 온도 역시 낮아지게 된다. 그에 비해 하늘은 여전히 온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
기의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 대기층은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따라서 지표면의 먼지 등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빛의 산란을 방해하는 입자들이 줄어들어 빛의 산란이 더 잘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높고 푸른
하늘을 보러 나들이를 떠나는 것이 어떨까?
출처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5기 김나경기자]

10. 읽기자료 ⑧

가을 하늘이 유난히 더 높고 파란 이유
햇빛 산란 현상
하늘이 파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늘은 본래 파란색이다. 햇빛이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는 질소, 산소 등의 기체 분자와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와 부딪치
면서 산란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발생하는 산란광의 파장이 짧아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하늘의 색깔도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권에서 멀
어질수록 산란을 일으키는 기체분자가 부족해 빛이 그대로 통과해 검게 보인다.
가을에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는 것은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건조한 공기에는 수증기나 작은 물방울들이 상대적
으로 적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파란빛이 더 잘 산란돼 가을 하늘은 더 파랗게 보이게 된다.
또 가을에는 우리나라에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주는데, 고기압은 하강 기류를 발생시켜 대기 중의 먼지를 씻어낸다.
이 때문에 가을에는 높은 고도에서의 산란까지 더 잘 보여 하늘이 높고 푸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출처 : 코메디닷컴 권순일 기자

11. 읽기자료 ⑨

가을 하늘이 푸르고 높은 까닭
수증기 입자 적어 파랗고 저고도에 구름없어 높게 느껴져
"가을 하늘이 높으니 변방의 말이 살찌는구나(秋高塞馬肥)."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보의 조부 두심언은 흉노족을 막기 위해 변
방으로 떠난 친구를 생각하며 시를 지었다. 시에는 가을 하늘이 높음
을 의미하는 글귀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 조상들도 예부터 가을을 `천
고마비`의 계절이라 부르며 가을 하늘의 맑고 청명함을 노래하곤 했
다.
조상들 생각처럼 가을 하늘은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높은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늘은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을 의미
한다.
공기가 지구의 중력에 잡혀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있는 구간으로 지상 약 1000㎞까지 해당한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에서 날아온 빛이 대기에 떠다니는 입자와 부딪치면서 산란되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의 크기는
태양빛이 갖고 있는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 크기보다 작다. 따라서 파장이 짧은 영역의 빛만 입자와 부딪쳐 산란되면서 우
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갖게 된다. 가시광선 영역 중 빨간색 파장은 약 780㎚(나노미터ㆍ1㎚는 10억분의 1ｍ), 파란
색 파장은 450㎚, 보라색 파장은 380㎚다.
김상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파장이 긴 빨간색 부분은 산란되지 않아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없다"며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나 보라색 부분이 입자와 부딪치면서 색을 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늘은 보라색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라색 부분은 자외선 영역과 파장이 비슷해 오존층에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
이다.

- 93 -

2019 STEAM 교사 연구회 :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가을 하늘이 유독 파란 것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공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 입자가 적어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의 일부
분만 산란이 일어나서다. 김상우 교수는 "가을에는 파란색보다 더 작은 파장의 가시광선이 대기 중 입자와 부딪쳐 산란된
다"며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의 색이 나타나면서 가을 하늘은 유독 파랗게 보인다"고 말했다.
가을철 우리나라를 뒤덮는 기단도 가을 하늘을 높아 보이게 하는 원인이다. 여름이 지나고 기온이 떨어지면 세력을 확장
했던 북태평양 기단이 힘을 잃는다. 대신 남서쪽에서 형성된 건조한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양쯔강 기단은 다른 지역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라 중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면서 하강 기류가 형성
된다.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있던 여름철 공기가 하강기류를 만나 지표 부근으로 내려오면 기온이 높아 구름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지면이 받는 태양빛도 여름보다 가을이 적다 보니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지 못해 상공 2㎞에서 형성되는 `하층
운`이 생기지 않는다.
변희룡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가을에는 여름철 낮은 상공에서 만들어지던 뭉게구름을 볼 수 없어 상공 10㎞에
서 생성되는 `상층운`만 보인다"며 "빛의 산란과 고기압으로 가을 하늘은 파랗고 높아 보인다"고 했다.

출처 : 매일경제 원호섭 기자

12. 읽기자료 ⑩

가을 하늘의 비밀!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고, 깊고, 높다. 가을 하늘이 높아 보이는 데에는 기압배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날씨방송에서 기상캐스터들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보여…”라고 멘트를 자주 한다.
고기압은 말 그대로 공기의 압력이 주변보다 높은 곳인데 공기의 압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층에서 하층으로 누르는
공기의 힘이 강한 하강기류가 발생해 대기에 존재하는 구름과 먼지 등 대기 중의 작은 입자들을 밀어내 맑은 하늘이 드
러나게 되는 것이다.
가을은 기압배치상 이런 맑은 날씨를 가져다주는 고기압이 자주 지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오늘은 전국이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하루가 되겠다.
출처 : 전북일보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13. 동영상자료 ②

[재미있는 역사이야기] 천고마비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1165&s_hcd=&key=201610101007041671

14. 동영상자료 ③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가을 하늘은 왜 더 파랗게 보일까?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1177&s_hcd=&key=201609301152484493

15. 동영상자료 ⑤

살찌는 계절 가을, 체중 감량에 제격?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50907155455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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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영상자료 ⑥

가을에 식욕이 왕성해지는 이유는?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509071554418215

17. 동영상자료 ⑦

[날씨]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는 왜 살이 찔까?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SYEBH6ravlM

18. 읽기자료 ⑪

[심혜진 시민기자의 사소한 과학이야기] 148. 세로토닌과 가을
슈퍼마켓에서 인스턴트 ‘미트볼’을 집어 들었다. 상추쌈에 하나씩 올려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맛은 딱 가격 만
큼이었다. 그래도 끝까지 다 먹었다.
요즘 내 식욕은 스스로 생각해도 놀랍다. 난생 처음 즉석 미트볼을 사게 만들었다. 아무거나 다 먹고 싶고 다 잘 먹는
다. 한창 더울 땐 입맛이 없었는데 다시 식욕이 돋는 걸 보니 가을이 왔나보다. 역시 몸은 못 속인다. 아니, 뇌는 못 속인
다.
계절이 바뀌는 이유는 지구가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오랜 시간 햇빛을 받다가 차츰 햇
빛을 적게 받으며 겨울을 맞는다.
일조량이 적어지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긴다. ‘세로토닌’은 햇볕을 쬘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로, 이것이 분비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 반대로 적게 분비되면 우울해진다. 가을을 타는 이유는 세로토닌과 관련이 깊다.
세로토닌은 식욕에도 영향을 준다.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들면 식욕은 반대로 올라간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줄어든 세로토닌을 음식물로 보충하려는 몸의 반응이다.
특히 탄수화물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하지만 설탕, 흰밀가루와 같은 정제탄수화물이나 주스 등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공복감을 증가시켜 세로토닌 분비를 억제한다. 그래서 과일이나 통곡물로 된 질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해 먹어야한
다. 또,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들어 있는 바나나나 콩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식욕이 이끄는 대로 음식을 먹는다면 살이 찌는 것도 피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식욕과 우울의 늪으로 걸어 들어
가는 중이다. 어서 세로토닌의 분비를 늘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우선,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이 세로토닌 분비를 억제한다고 한다.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 상관없지만 하루 두 잔
이상 마신다면 한 잔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스트레스는 세로토닌의 천적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란 물질이 분비되는데, 코르티솔과 세로토닌은 우리 몸
에 동시에 존재하기가 어렵다. 코르티솔이 세로토닌을 소진시키거나 기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막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계속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것이다. 조만간 노래방이라도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크다. 행복했던 추억을 되살리는 즉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기 때
문이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일까. 떠올리는 게 쉽지 않다. 이럴 땐 예전 일기장이나 사진을 들여다보거나 서랍
을 뒤져 버리지 못한 추억을 꺼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
가장 좋은 것은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운동하는 것이다. 햇빛은 세로토닌을 불러내는 일등공신이다.
우리 몸이 움직일 때면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하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때 운동은 자신이 가장 편안함
을 느끼는 종목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너무 낯설고 지루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오히려 낮아진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걷는 것이다. 아직 해가 지려면 2시간 정도 남았다. 30분
정도 걸은 뒤 인터넷을 뒤져 15년 전 쓴 글을 읽어볼 참이다. 행복했던 20대와 마주하며 세로토닌으로 가득 찬, 행복감
충만한 저녁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인천투데이, 심혜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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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읽기자료 ⑫

[우리가 몰랐던 과학 이야기] (5) 가을에 살찌는 이유, 세로토닌의 비밀
“하늘은 높고 파란데, 말 대신 왜 내가 살찌는 거지?”
가을이면 청명한 날씨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요, 그런데 행복한 가을을 만끽하는데 유일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왕성한 식욕으로 인한 ‘살찜’입니다.
왜 가을만 되면 이리도 식욕이 좋아지는지, 덕분에 몸무게는 자꾸만 늘어만 가는데요. 도대체 가을에 살찌는 이유는 무
엇 때문일까요? 정말 계절이 식욕과 몸무게랑 관계가 있는 걸까요? 가을을 맞아 살쪄서 우울해진 이들을 위해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을에 살찌는 이유, 과학적 근거 있다!
세로토닌 구조식. 출처=나무위키가을에 살찌는 이유를 많은 연구자가 알아보았더니 실제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
다. 바로 식욕을 키우는데 영향을 미친 세로토닌(serotonin)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과 식욕, 수면
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식욕은 커지게 되는데요. 가을이 되면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세로토닌이
줄게 됩니다. 따라서 기분도 왠지 우울해지는 것 같고, 식욕은 커지는 것입니다.
◆기분과 식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란?
세로토닌은 뇌의 시상하부 중추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 중 하나로, 인간과 동물의 위장관과
혈소판, 중추 신경계에 주로 존재하며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인체에서 세로토닌은 약 80%가 소화관 내 존재하
는데요, 기분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식욕과 수면, 근수축 등에 작용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을 느끼게 해 준다고 ‘행복 물
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
행복 물질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하게 되는데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음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세
로토닌이 증가해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죠. 우리가 우울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음식이나 탄수화
물이 당기는 것도 바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한 탓입니다.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두뇌와 몸의 화학물질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조치입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려면?
가을에 살이 찌지 않으려면 세로토닌 분비를 활발하게 촉진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햇빛을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벼운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 중에서는 바나나와 생선, 초콜릿, 우유, 호두, 콩 등에 세로토
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챙겨 드시면 기분도 ‘업’(UP)시키고 더불어 식욕조절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몸에 행복물질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살도 찌기도 한다니,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도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겨도 기분 좋은 생
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 한화케미칼 블로거

20. 읽기자료 ⑬

가을은 살찌는 계절? 식욕 완전 정복법
가을을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른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의미인데, 그래서인지 가을이 되면 부쩍 식욕이
왕성해져 체중 조절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을이 되면 식욕이 증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식욕조절에 관해 알아보자.
실제로 가을에 식욕이 왕성해지는 걸까?
우리 몸이 가을에 식욕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세로토닌의 영향일 수 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
지만 뇌에서는 기분, 수면, 기억력, 인지 기능, 충돌 조절, 불안, 초조감, 식욕 등에 관여한다. 세로토닌은 식욕 중 특히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반대로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식욕이 증가한다.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하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가을이 되면 낮 시간이 짧아지고 밤 시간이
길어져 체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식욕이 늘 수 있다. 또한 가을에는 풍부한 곡식과 과일이 식욕을 자
극하기도 하며, 추석 명절 과식으로 인해 위가 늘어나 평상시와 같은 양의 식사에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식욕이
증가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배고픔과 식욕은 어떻게 느끼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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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끼니를 거르거나 공복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체내에서 ‘그렐
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분비된 그렐린은 시상하부에 있는 섭식중추를 자극해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 반면 ‘렙틴’이
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시상하부의 포만중추를 자극해 충족감 및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학적 상태
와 별개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식욕을 증가시키거나 줄일 수 있다.
스트레스와 식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입맛이 없어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대개 단기간의 급성 스트레스는 식욕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뇌의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코르티코트로핀분비호르몬이 방출된다. 또한 뇌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부신에서의
‘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는 fight-or-flight 반응 (스트레스 상황에서 싸울 것인지 도망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식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신은 ‘에피네프린’ 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
은 생리학적으로 식욕을 증가시키며, 무엇인가를 먹고자하는 심리적 갈망을 촉진시킨다.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지면 ‘코르
티솔’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은 계속 상승된 상태로 유지되고 그
결과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된다.
식욕 조절을 위해 약을 먹어도 될까?
식욕을 억제하여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식욕억제제는 식욕에 관여하는 뇌
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식욕억제제는 식이, 운동과 같
은 생활습관을 개선을 통해 체중감량이 어려운 ‘체질량지수(BMI) 30kg/m²이상’ 또는 ‘고혈압 ∙ 당뇨병 등 다른 위험인
자가 있는 BMI 27kg/m² 이상’인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누구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욕억제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받은 성분은 펜터민(Phentermine),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디에칠프로
피온(Diethylpropion), 마진돌(Mazindol)이 있으며, 이 성분들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다.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두근거림, 맥박 상승, 혈압 상승, 가슴 통증, 불안감, 현기증, 불면,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동맥경화증 ∙ 중증 고혈압 ∙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심혈
관계 질환자와 갑상선기능 항진증 환자, 녹내장 환자, 14일 이내 우울증 치료제(MAO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는 식욕억제
제를 복용해서는 안된다.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간 복용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거나 2개 이상의 식욕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면 폐동맥 고혈압이나 판막성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식욕이 지나치거나 없는 것은 질병일까?
장기간의 식욕 증가 혹은 식욕 부진은 질병의 증상일 수 있다. 우선, 음식물을 과도하게 갈망하는 상태는 불안장애, 신
경성 폭식증,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다. 이러한 식욕 증가는 원인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호전되는데, 예를 들어 불안장애의 경우는 항불안제를 사용하고, 당뇨병의 경우 경구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이용하여 혈
당 조절을 하며, 갑상선기능항진증은 항갑상선제를 복용하여 갑상선호르몬 수치를 정상화하면 과도한 식욕을 보이는 증상
은 완화된다.
일시적인 식욕 부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회복된다. 하지만 식욕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고 우울
감, 기침 등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우울증, 결핵, 암 등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 있다. 따라서 식욕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21. 읽기자료 ⑭

가을 오면 성인 3% 우울 증세...일조량 감소 원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이승엽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제공]
"가을을 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거나 '낙엽처럼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한 번쯤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이승엽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일 "성인의 3%가 계절성 우울성을 겪는다"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조량 감소에 따른 신경전달물질의 증감에 따른 증세로 설명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은 우울증 발병과 연관이 있다.
일조량이 줄면 세로토닌이 감소한다. 항우울제들은 이 물질을 뇌에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이 줄면 음식 섭취 조절력도 약해지는데 이때 탄수화물 섭취 증가로 체중이 늘 수 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 97 -

2019 STEAM 교사 연구회 :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계절로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뇌에서 역시 신경전달물질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때 생체리듬과 수면·활동 주기 등의
부조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낮인데도 생체리듬이 밤에 맞춰져 있어 주간 졸림증과 피로가 나타난다.
이 같은 계절성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필요하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바나나, 치즈, 달걀
흰자, 생선, 육류, 씨앗류 등에 풍부하다.
이밖에 햇빛에 몸을 노출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운동, 독서, 대인관계, 잠자리 스마트폰 자제 등도 계절성 우울증을 예방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슬픈 책은 피해야 한다.
이 교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감이 지속하고 일상이 힘들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요청해 우울증 피해를 줄이고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22. 읽기자료 ⑮

[팩트체크][생활속과학]가을이 되면 왜 살이 찌는 거죠?
'세로토닌' 영향으로 식욕 왕성해지며 체중 늘어 추우면 기초대사량과 체지방 감소한다는 연구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가을에는 식욕이 올라 살이
찌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가을은 살이 빠지기도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가을에 식욕이 오르는 이유는 체내 신경전달물질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 '세로토닌'의 영향 때문이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뇌에서는 기분·수면·기억력·인지 기능·충돌 조절·불안·초조감·식욕 등에도 영향을 준다. 세로토닌
은 특히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이 깊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식욕은 증가한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 낮 시간이 짧아지고 밤 시간이 길어진다.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하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식욕이 왕성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가을에 살이 빠지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날이 선선해지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을 수축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체온뿐만 아니라 심장박동, 소화 등 기본적인 생명유지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쓴다. 즉 '기초대사량
'이 높아지는 것이다.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살이 빠질 수 있다. 보통 여름보다 가을과 겨울에 10%정도 기초대사량이 높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 2011년 비만인 20대 10명을 대상으로 추위에 자주 노출시키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체지방이 감소하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다만 온도가 일정수준 낮아지면 에너지 소비가 다시 증가해 식욕이 왕성해질 수 있다. 이를테면 동물들은 날씨가 추워지
기 시작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음식을 섭취해 피하지방을 두껍게 만들기도 한다. 북극곰의 피하지방층 두께는 약 11
㎝에 이른다. 사람들도 날씨가 추워지면 이에 적응하기 위해 피하지방을 늘리려고 본능적으로 식욕이 올라간다.
출처 : 뉴스1. 최소망 기자

22. 읽기자료 ⑯

행복호르몬 세로토닌, 우리가 '가을을 타는' 이유다?
‘행복호르몬 세로토닌’
행복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면 '가을을 타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이 나온다 하지만 일조량이 줄어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면
세로토닌이 감소한다.
대신 잠에 영향을 주는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 무기력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게 된다.
우울증에는 가을 햇볕이 보약이다.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밖에 나가 산책을
해야 한다. 매일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빨리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요가 등을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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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해야 하는 음식은 술과 카페인이 많은 커피다. 대신 생강차, 칡차, 연차, 율무차 등 커피 대용으로 마시면 세로토닌
증가에 더 좋다.
출처: 중앙일보

자료출처
1. 날씨누리 웹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날씨 예보 확인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y8GAeJrh-nk
2. 계절이 바뀌면 사람도 변한다 2013-11-13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SCSC/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SCSC2013110006
3. 시리도록 푸른 가을하늘, 유난히 높아보이는 이유는? 2013-09-11 동아일보DB 제공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IQEX/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IQEX2013090001
4. 가을하늘이 더 파란 이유는?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xADIxdR4JeA
5.[궁금해요, 날씨] 가을 하늘이 더 파랗고 높아 보이는 이유는?
http://kids.hankooki.com/lpage/news/201109/kd20110928162300103200.htm
6. 가을 하늘 파래도 너무 파랗다?
http://lg-sl.net/product/infosearch/curiosityres/readCuriosityRes.mvc?curiosityResId=HODA2008030089
7. [선생님이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가을하늘이 높은 까닭은? 김민주 교사 (충북과학고)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00#08W8
8. 백로, 가을하늘은 왜 유독 파랗고 맑아 보일까?
https://seouleducation.tistory.com/2721
9. 왜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를까? 5기 김나경기자
https://youthpress.net/xe/index.php?mid=kypnews_article_culture&listStyle=viewer&page=1&document_srl=312951
10. 가을 하늘이 유난히 더 높고 파란 이유 권순일 기자 2013년 9월 22일 09:56
http://kormedi.com/1207933/%EA%B0%80%EC%9D%84-%ED%95%98%EB%8A%98%EC%9D%B4-%EC%9C%A0%EB%82%9C%ED%
9E%88-%EB%8D%94-%EB%86%92%EA%B3%A0-%ED%8C%8C%EB%9E%80-%EC%9D%B4%EC%9C%A0/
11. 가을 하늘이 푸르고 높은 까닭
https://www.mk.co.kr/news/it/view/2012/09/623579/
12. 가을 하늘의 비밀!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251
13. [재미있는 역사이야기] 천고마비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1165&s_hcd=&key=201610101007041671
14.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가을 하늘은 왜 더 파랗게 보일까?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1177&s_hcd=&key=201609301152484493
15. 살찌는 계절 가을, 체중 감량에 제격?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509071554558070
16. 가을에 식욕이 왕성해지는 이유는?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509071554418215
17. [날씨]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는 왜 살이 찔까?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SYEBH6ravlM
18. [우리가 몰랐던 과학 이야기] (5) 가을에 살찌는 이유, 세로토닌의 비밀
https://www.segye.com/newsView/20171013006161
19. 가을은 살찌는 계절? 식욕 완전 정복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http://hqcenter.snu.ac.kr/archives/jiphyunjeon/%EA%B0%80%EC%9D%84%EC%9D%80-%EC%82%B4%EC%B0%8C%EB%8A%94
-%EA%B3%84%EC%A0%88-%EC%8B%9D%EC%9A%95-%EC%99%84%EC%A0%84-%EC%A0%95%EB%B3%B5%EB%B2%95
20. 가을 오면 성인 3% 우울 증세...일조량 감소 원인
http://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U00186&nttId=409695&menuNo=200509&lang=&searchCndSj=&
searchCndCt=&searchWrd=&pageIndex=22&vType=A
21. [팩트체크][생활속과학]가을이 되면 왜 살이 찌는 거죠?
http://news1.kr/articles/?3426931
22. 행복호르몬 세로토닌, 우리가 '가을을 타는' 이유다?
https://news.joins.com/article/187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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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과목명

[6과14-01]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여

2

이들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과학, 체육, 수학, 공학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체육시간에 전통놀이 중 그림자밟기 놀이를 하다 보니, 계절에 따라 그림자의

상황제시(Co)

길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그럴까? 그림자의 길이와 그림자의
크기는 바꿀 수 있을까?

창의적

2

설계(CD)
감성적
체험(ET)

나만의 태양 고도 측정기를 만들어 그림자밟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나만의 태양 고도 측정기를 통해 하루 동안의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우주-태양계의 구성과 운동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성취기준

6-2 2. 계절의 변화

학습목표

고등학교 / 1학년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차시

4/8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과학, 체육, 수학, 공학
S

※

성취기준 영역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태양고도란? / 태양고도와 그림자 길이의 관계 알아보기

T
STEAM
요소

E
A
M

개발의도

※

※
※
※
※

태양고도 측정기 제작하기
그림자밟기 놀이 하기
태양고도와 그림자 길이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체육수업 중 전통놀이의 하나인 그림자밟기 놀이를 통해 태양고도와 그림자와의 관계

를 살펴보고, 그것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체육수업 중 그림자밟기 놀이를 통해 태양고도와 그림자 길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그 과정을 통해 태양

의 위치에 따

라

그림자밟기 놀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한다.

른

자 길이의 관계를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함으로써 다

그래프와

비

또

한 태양고도와 그림

교하여 꺾은선 그래프의 장점에 대해서

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 고도 측정기 제작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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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체육시간에 하는 전통놀이 중 그림자밟기가 있다. 그런데 여

름에 그림자밟기 놀이를 했을 때와 가을에 그림자밟기 놀이를 했

도입(5분)

을 때 그림자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그럴까?
ET

Tip!

그림자밟기
놀이방법(교사용
참고자료 활용)

하루 동안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변하는지 예상하고 의견

공유하기
CD

태양고도에 대해 알아보기

• 태양의 높이를 더욱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으로 나타냅니다.
•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 태양 고도라고 합니다.
• 태양 고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표해 봅시다.
- 실을 연결한 막대기를 지표면에 수직으로 세우고 그림자 끝과 막대기의
실이 이루는 각을 측정합니다.
• 하루 동안 태양 고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아침에는 태양이 지표면 근처에서 보이기 때문에 태양 고도가 낮고, 점
심에는 태양이 높게 떠 있기 때문에 태양 고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CD

전개(80분)

태양고도 측정기 제작하기

준비물

우드락,

• 우드락을 가로 20cm, 세로 20cm 로 자르고 11cm 정도 높이에 칼, 자, 유성 펜,
선을 긋습니다.
빨대, 가위, 중심
• 빨대를 4cm 정도로 잘라 각도기의 기준선에 맞춰 붙입니다.

에 구멍이 뚫린

• 빨대를 통과한 태양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빨대와 일직선의 위치 각도기, 셀로판테
이프, 두꺼운 종

에 작은 종이판을 붙입니다.

• 진주 핀을 구멍 뚫린 각도기의 중심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드락 이, 진주 핀, 나
에 그은 선의 중앙에 꽂습니다. 이때 우드락 뒷면으로 튀어나온 핀
에는 작은 우드락 조각을 끼워 줍니다.
• 양 고도 측정기를 편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세우고, 태양 빛이 빨
대를 통과하여 종이판에 비치도록 각도기를 조정합니다.
• 우드락의 선이 가리키는 각도를 읽어 태양 고도를 측정합니다.

만의 준비물
Tip!

태양 고도를

측정할 때는 태양
이 지표면과 이루
는 각을 측정한다
는 것을 되짚어 주
도록 한다.

CD

하루 동안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 측정하기

• 편평한 곳에 태양 고도 측정기를 놓습니다.
• 막대기의 그림자가 측정기의 눈금과 평행하게 되도록 조정합니다.
• 막대기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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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기의 중심을 막대기의 그림자 끝에 맞춘 다음 그림자 끝과

Tip!

바닥이 어느

실이 이루는 각을 측정합니다.

한 쪽으로 기울어

• 같은 시각에 기온을 측정합니다.

지지 않은 편평한

•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 곳이어야

하므로

운동장에 종이 판

합니다.
• 측정한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표에 기록해 봅시다.

지나 우드락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측
정해도 좋다.

ET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 그래프 그리기

•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합니다.
•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그래프는 표보다 시간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
기 때문입니다.
• 그래프는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
가요?
- 꺾은선그래프가 좋습니다. 꺾은선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하지 않은 중간 값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의 관계 정리하기

• 태양 고도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는 어떤 것인가요?
- 기온 그래프입니다.
•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때와 기온이 가장 높은 때는 어떻게 다
른가요?

정리(5분)

- 기온은 태양 고도보다 더 늦게 최고 높이에 도달합니다.
• 태양 고도 그래프와 모양이 다른 그래프는 어떤 것인가요?
- 그림자 길이 그래프입니다.
• 그래프를 보고,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그림자 길이가 짧아지고, 기온은 높아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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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 (

㉠

)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으로 나타낸다.

• 태양이 남중했을 때의 고도를 태양의 (
가장 (

㉢

㉡

)라고 하며 이때 태양 고도는 하루 중

).

㉠:

㉡:

㉢:

■ 다음 중 태양 고도가 더 높은 때에 ☆표를 하여 봅시다.

(

☆

(

)

)

■ 다음 설명 중 알맞은 것은 O표를, 알맞지 않은 것은 X표를 하고 틀린 곳을 고쳐 써 봅시다.
•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그림자 길이는 길어진다.
• 태양이 남중했을 때 그림자는 정북쪽을 향하고 그림자 길이
는 하루 중 가장 짧다.
•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높아진다.

4.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때와 기온이 가장 높은 때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까닭
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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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 (

㉠

)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으로 나타낸다.

• 태양이 남중했을 때의 고도를 태양의 (
가장 (
㉠:

㉢

㉡

)라고 하며 이때 태양 고도는 하루 중

).
㉡:

태양 고도

㉢:

남중 고도

높다

■ 다음 중 태양 고도가 더 높은 때에 ☆표를 하여 봅시다.

(

☆

(

)

)

■ 다음 설명 중 알맞은 것은 O표를, 알맞지 않은 것은 X표를 하고 틀린 곳을 고쳐 써 봅시다.
•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그림자 길이는 길어진다.

×,
길어진다 → 짧아진다

• 태양이 남중했을 때 그림자는 정북쪽을 향하고 그림자 길이
는 하루 중 가장 짧다.
•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높아진다.

○
○

■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때와 기온이 가장 높은 때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까닭
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지표면이 데워져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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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동안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0

■ 하루 동안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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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참고자료(교사용)

활동영역

전통놀이

활동내용

그림자밟기 놀이

놀이방법

■ 그림자밟기
● 활동방법
- 해가 밝은 낮이나 달이 밝은 밤에 실시한다.
-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한다.
- 술래가 열을 셀 동안 모두 달아난다.
- 다른 사람이 모두 달아나면 술래는 쫓아다니면서 그림자를 밟도록 한다.
- 그림자를 밟힌 사람은 술래가 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림자를 밟도록 한다.
- 달아나다가 나무나 건물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그림자가 없어지면 술
래에게 잡히지 않는다.

주의할점

자료출처

※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위에 부딪힐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미리 치워둔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7336
※ 그림자 밟기 사진 출처 http://cfile297.uf.daum.net/image/166014504D303BB834CD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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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안 생긴다!
*그림자는 빛과 반대 방향에 생겨. 재미있는 것은 빛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
이도 달라진다는 거야. 태양은 하루 동안 위치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 생기
는 물체의 그림자도 그 길이와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지.
*아래 그림을 봐. 해가 아이 앞에 떠 있을 때는 그림자의 길이가 길지만, 해가 아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길이가 아주 짧아졌어. 한낮에는 해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짧
지만, 저녁이 가까워지면 해의 위치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그림자 길이도 점점 길어져.

*또 밖에 나가서 나무의 그림자를 관찰해 봐도 알 수 있어. 아니면 간단하게 손전등을 가
지고 위치나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물체를 이리저리 비춰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그림자밟기 놀이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야.

자료출처

※ 천재학습백과 koc.chunjae.c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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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태양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의 크기는 사람이 바꿀 수 없어.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려
면 빛과 물체의 거리를 가깝게 하거나 멀게 해야 하거든. 우리가 태양을 멀리 보내거나 지
구의 위치를 바꿀 수 없잖아.
*그러면 사람이 만든 빛으로 생긴 그림자라면 어떨까? 맘대로 그림자 크기를 커지게 하거
나 작아지게 할 수 있지.
*먼저 물체를 고정시키고 손전등을 움직여서 그림자를 관찰해 보자.

*왼쪽 그림처럼 손전등을 멀리 두면 그림자의 크기가 원래 물체의 크기와 비슷해져. 하지
만 오른쪽 그림처럼 손전등을 물체 가까이 두면 그림자가 커져.
*이번에는 손전등을 고정시키고, 물체를 움직여서 그림자를 살펴보자.

*왼쪽 그림처럼 물체를 손전등 쪽으로 움직이면 그림자가 물체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져.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물체를 손전등에서 멀리 이동시키면 그림자의 크기가 작아져서 원
래 물체의 크기와 비슷해져.

자료출처

※ 천재학습백과 koc.chunjae.c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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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나만의 태양 고도 측정기를 창의
적으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를 측정할
수 있다.

중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나만의 태양 고도 측정기를 만들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를 측정하기
어려워한다.

하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나만의 태양 고도 측정기를 만들
지 못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를 측정하지
못한다.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2

중

하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하루 동안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하루 동안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한다.
하루 동안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 관찰평가지(1~2차시)
지식
하루 동안 태양 고도와 그림
번호

이름

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상
중
하

태도
태양 고도 측정기를 창의
적으로 잘 만들었는가?
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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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2

성취기준

과목명

가을에 실시간 검색 순위 처리 과정을 생각해 보자

정보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추상화와 알고리즘

인터넷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현재 누리꾼들의 최대

상황제시(Co)

관심사를 보여준다.

창의적

2

검색어어 순위 만드는 과정

설계(CD)
감성적

추상화과정을 통해 해결하기

체험(ET)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정보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중심과목

생활속의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성취기준

문제의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차시

6/8

문제해결 과 프로그래밍

생활 속의 문제해결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성하고 문제 해결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요소

2

추상화 와 알고리즘

학습목표

STEAM

학교급/학년(군)

성취기준 영역
S

검색어 횟수평균 이 높은순서대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보여준다

T

실시간 검색어 수정하기

E

사용자의 컴퓨터 IP주소가 같으면 횟수에 더하지 않는다

A
M

검색어 횟수 평균을 구한다

개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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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문제상황 파악한다.

도입(10분)

검색어 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예시 제시함

-문제의 현재상태와 해결 후의 상태를 파악한다
현재상태 :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실시간 섬색어 순위
해결후의 상태 : 공정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
- 실시간 검색어 순위 처리 과정을 생각해 보고, 작은
부분으로 나눈다.
15초단위로 검색어 평균내기
많이 검색된 단어 순위 매기기
많이 검색된 단어 순위대로 보여주기
15초 단위로 검색어 순위 바꾸기
전개(30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솔을 찾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요소를
찾는다
-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
.사용자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다
.입력한 검색어를 검색어 목록에 저장된다
.15초 단위로 검색어 목록에 저장된 검색어들의 횟수를
계산한다
.검색어 횟수 평균을 구한다
.검색어 횟수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보여준다

정리(10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요소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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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천고마비에 담긴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가을 하
늘이 유독 높고 푸르른 과학적 이유와 가을에 살이 찌기
쉬운 과학적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가을에 살이 찌지 않
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조사·발표할 수 있다.

중

천고마비에 담긴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가을에
살이 찌기 쉬운 과학적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가을에 살
이 찌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조사·발표할
수 있다.

1-2

하

평가방법

평가도구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천고마비에 담긴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 학 습 주 제 :
☆ 자기 평가 시행 학생 :
평가방법

평가

평가

영역

요소

평가척도
3점 2점 1점

평가기준

지식의 이해도

나는 천고마비에 담긴 과학적 지식을 잘 이해하였다.

스팀 수업 흥미도

나는 천고마비에 대한 스팀 수업이 흥미로왔다

활동 참여의 태도

나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융합
자기평가
배려

합 계
특징 기록 :

☆ 학 습 주 제 :
☆ 평가 시행 학생 :
★ 평 정 척 도 : 매우 우수 :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평가대상학생
평가
평가
가○○
나○○
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영역
요소
평가 척도

모둠 내
동료평가

소통
배려

책임감
협력
배려

자신이 맡은 자료 수집에 책임을 다함
자료 정리와 발표 준비에 협력적임
모둠 활동에서 친구들을 배려함
합 계

특징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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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과목명

[10통과05-01] 세포를 이루는 여러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말하고,

2

통합과학

세포 소기관의 상호 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상황제시(Co)

단풍이 물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의적

2

직소모형으로 식물세포 기관 조사하기

설계(CD)
감성적

단풍잎으로 책갈피 만들기, 낙엽에 대한 시 쓰고 낭독하기

체험(ET)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생명시스템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성취기준

세포

고등학교 / 1학년
[10통과05-01]

차시

8/8

학습목표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

식물 세포의

소

기관,

낙엽

드

이 물

[10통과05-01]

는 이유

T
STEAM
요소

E
A
M

개발의도

※ 책갈피
※

쓰

만들기, 시

기

가을에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물든다. 우리 주위에서
있다.

흔 게
하

낙엽 떨
이

잎
결

어지고

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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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 상황제시
ebs 지식채널 e ‘낙엽’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FUR3GTpjM)

동영상

도입(10분)
Tip!

○ 단풍이 물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발표해보기

Tip!
CD

○ 나무마다 단풍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나뭇잎을 채취한다
( 은행나무, 생강나무, 아카시아나무, 단풍나무, 신나무, 화살나무, 고
로쇠나무, 상수리나무 등)
• 나뭇잎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다.
•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발표한다.
CD

전개(60분)

나뭇잎은 전 차
시

또는

미리

현장체험학습이
나

등산

중에

준비한다.

ET

○ 식물세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 조별로 식물 세포 소기관을 나눈다.
( 세포막, 세포벽,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엽록체, 핵, 액포 등)
2. 직소모형을 활용하여 각 전문가 집단을 나눈다.
3. 각 전문가 테이블로 이동하여 자신이 맡은 전문가 역할을 수행한다.
• 태블릿 pc 활용, 교사 연구자료 활용
4. 자신의 조로 돌아와 설명한다.
5. 식물 세포의 형태를 그리고 완성한다.
○ 관련 있는 식물 세포 소기관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적는다.
• 조별로 발표하고 평가한다.

ET

정리(30분)

○ 단풍잎으로 책갈피 만들기
1. 1 주일 책에 눌러놓음.
2. 손코팅 필름지에 넣기
3. 헝겊 올려놓고 다리미질 하기
4. 가위로 자르기

Tip!

다리미,

손코팅

필름지, 가위
○ 단풍에 대한 시 쓰기
• 조별로 음악 틀며 낭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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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 나뭇잎 분류하기(분류 기준:

○ 전문가 활동(전문가명: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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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세포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쓰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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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참고자료(교사용)
단풍
단풍은 나무의 잎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잎이 활동을 멈추면
엽록소가 파괴되고 자가분해가 진행된다. 엽록소의 자가분해과정에서 안토시안이 생성되는
종은 붉은 색 또는 갈색 계열의 단풍이 들게 된다. 안토시안이 생성되지 않는 종은 엽록소
의 녹색에 가려 보이지 않던 잎 자체에 들어 있는 노란 색 색소들이 나타나게 되어 노란
단풍이 든다. 이것은 안토사인이라는 화학물질에서 시작된다. 가을에 비가 적게 와 가뭄이
이어지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엽록소의 파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선명해진
다. 통상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시작된다.

자료출처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8B%A8%ED%92%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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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이야기 :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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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과목명

10통과08-040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

2

통합과학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로 인해 열에너지 이용의 효율이 낮아진
다는 것을 알고, 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상황제시(Co)
창의적 설계(CD)

2

감성적 체험(ET)

빙판길에 등교할 때 있었던 일
추위에 대해 알아보기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조사·발표하기
추위로 인한 불편함 공감하기
한파 시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고, 지구온난화와 한파 사이의 관계 홍
보 UCC 또는 포스터 제작하기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통합과학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10통과08-04] 생태계와 환경

성취기준

추위를 이기려면???!!

고등학교 / 1학년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
생하며,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 과정
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로 인해 열에
너지 이용의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2/8

추위를 이기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핫팩, 구스다운, 난방기의 원리
T
STEAM
E
요소
A
M
추위와 한파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겨울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추위를 이길 수
개발의도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다.
한파가 계속 한반도를 강타하는 겨울, 추위로 인해 여러 가지 생활 속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하
는 실제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추위와 한파가 무엇인지 접근하여 과학적 개념을 습득하
고, 추위로부터 생존해나가기 위해, 추위가 해치고 있는 나와 우리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생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 방법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
제해결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추위를 이기는 다양한 재
료, 방법들을 찾아 그 안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파의 원인이라고 알려
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개인적·사회적·국가적·범지구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지구의 민
주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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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Co

상황 제시

감성적 체험

CD

창의적 설계

학습과정

Tip!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빙판길에 등교할 때 있었던 일

-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날씨누리 웹사이트에서 우리 동네 날
씨 예보 등 확인하기
도입(10분)
추위로 인한 불편함 공감하기

웹사이트 정보
기상청 날씨누리
http://www.weat
her.go.kr/weath
er/main.jsp

- 올겨울 추위 또는 한파 관련 뉴스를 보고, 생활 속에서
추위로 인해 불편하였던 경험 이야기하기

CD

기상청 날씨누리
한파
http://www.weat
her.go.kr/weath
er/warning/safe
tyguide_coldwea
ther.jsp

추위에 대해 알아보기

- 한파 등을 이해하기
-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날씨누리 웹사이트에서 기상정보, 기
상청 속보 확인하기
- 지구온난화라면서, 겨울에는 왜 추울까 생각해보기 (동영상
자료, 읽기 자료)

전개(60분)

CD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조사·발표하기

- 추위를 이기는 자신만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추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기 ; 겨울철 난방-온돌,
겨울 외투의 충전재(거위·오리털), 핫팩의 원리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한파 시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고, 지구온난화와 한파
사이의 관계 홍보 UCC 또는 포스터 제작하기
정리(30분)

- 모둠별로 한파 시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기
- 지구온난화와 한파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의·토론하기
- 이를 바탕으로 홍보 UCC 또는 포스터를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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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한파 원인
은 '지구온난화'/
뉴스 TVCHOSUN
https://www.you
tube.com/watch
?v=Bdue3mr3G6
4
한반도 이상기후
보고서 현실로 다
가온 미래
http://www.clim
ate.go.kr/home/
bbs/view.php?c
ode=25&bname=
publicity&vcode
=4596&skin=noti
ce&bbs_scale=6
00&bbs_align=le
ft&cpage=1&vNu
m=1&skind=all&
sword=%C1%F6
%B1%B8%BF%C2
%B3%AD%C8%A
D&category1=&c
ategory2=
한파 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안전
한 TV
https://www.you
tube.com/watch
?v=NiEcjDpkz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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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모

둠

주

제 추위를 이기려면???!!

학습목표

이

름

활동일시

년

월

일

교시

추위를 이기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 날씨누리 웹페이지에서 추위와 한파에 대한 우리 동네 날씨 예보 확인하기
(예시) 한파특보 발령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파주의보를,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가 예보된다.
1) 오늘 날씨는?

2) 한파가 발생하는 과학적 이유는 무엇인가?

3) 지구온난화라면서 왜 겨울에 더워지지 않는 것일까? 추론해보자.

2. 읽기자료 :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뽁뽁이, 문풍지, 스티로폼 박스, 오리털 점퍼의 공통점은?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에서는 에어캡(일명 뽁뽁이)과 문풍지만 사용해도 실내 온도를 3℃나 올릴 수 있어 난방비를
10~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대형마트에서도 에어캡과 문풍지 같은 방한 용품이 날개가 돋친 듯 팔리고 있고요.
제목에서 말한 뽁뽁이나 문풍지 그리고 방풍비닐과 이중창 등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외풍을 막는데 쓰는
방한용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스티로폼 박스나 오리털 점퍼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보온병과 털모
자, 도톰한 오리털이나 솜이불 등도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 따끈따끈 과학에서는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과 문풍지, 스티로폼 박스 그리고 오리털 점퍼 등
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문풍지나 단열용 에어캡, 손난로 등의 방한용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
다.
- 뽁뽁이와 문풍지로 난방비를 줄인다고?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창이나 벽을 통해 집안으로 솔솔 스며들어 오는 외풍이 심한 편인데요, 이 외풍은 난방
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외풍이 심한 집은 보일러를 켜도 바닥은 따뜻한데, 실내 공기는 차 겨우내 옷을
서너 겹씩 껴입고 춥게 지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창문과 출입문의 틈을 막는 문풍지를 붙이면 바깥 공기를 막아 줘 실내 온도를 조금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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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리창은 열을 쉽게 뺏기는 곳이기 때문에 유리문에는 우리가 흔히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을 붙여 실내의 열
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내 온도를 높이고, 난방비를 줄이는 비결이랍니다.
문풍지와 에어캡 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3℃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단열충전재
여러분도 보일러를 돌렸는데 실내가 훈훈해 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집 안을 꼼꼼하게 살펴서 외풍을 차단하고 열
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과 창문의 틈새를 막는 문풍지가 이전에는 노란색이나 까만색, 회색 등의 스펀지 재질이어서 제거한 후 흔적이
남아 보기 흉했는데요, 최근에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투명한 문풍지가 유행이랍니다. 에어캡을 붙이면 사생활 보호는
물론,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것도 있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바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단열용 에어캡은 비닐과 비닐 사이에 공기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 뽁뽁이는 어떻게 실내온도를 높일까?
문풍지는 창문 틈에 붙여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니 실내 온도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이 드는데요, 뽁뽁이 에어캡은 어떤 원리로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일까요?
뽁뽁이 에어캡은 창문 틈에 붙이는 문풍지와 달리 유리창 전체에 넓게 붙이는데요, 붙이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접
착제나 테이프도 필요 없고, 창문에 물을 뿌린 후 꼼꼼하게 눌러 붙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보통 물건이 깨지거나 배송
중 찌그러질 위험이 있는 것을 운반할 때 쓰는 에어캡은 비닐에 동글동글한 공기방울 같은 것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요, 단열용 에어캡은 그 위에 또 한 겹의 비닐이 덧대어져 있어 좀 더 도톰하게 느껴집니다. 이 올록
볼록한 비닐 속에 공기층이 더 많이 형성돼 있어 열전도율을 낮춰 줘 열전달을 막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이랍니
다.
에어캡의 원리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붙이고, 창문에는 단열 에어캡을 붙였는데도 실내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창문 전체를 커튼처
럼 감싸는 방풍 비닐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풍 비닐은 한 번 시공하면 통풍이 거의 불가능하므
로, 이슬이 많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생겨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하는 곳은 꼭 밀폐형이 아닌 지퍼식 방풍 비닐을 설치하
는 것이 좋답니다.
유리창에 단열용 에어캡을 붙이면 열의 이동이 쉬운 유리창에 공기층이 형성돼 방풍, 방한 효과가 있어요. 여름에는
바깥의 뜨거운 열기를 차단하고, 자외선까지 차단해 줘 냉방 효율을 높여줘요. 10~20% 정도의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
가 있답니다.
- 열의 이동과 단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열이 통하지 열의 이동 그러니까 열의 전달이란 열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고, 단열은 이렇게
열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막는 것,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말해요. 물질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전도와 대류,
복사가 있어요.
[열의 전달 방법 :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
전도는 서로 만나야 줄 수 있는 것으로, 쇠막대기 한쪽 끝을 가열하면 다쪽 한쪽이 어느새 뜨거워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랍니다. 전도는 젓가락이나 쇠막대처럼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잘 일어납니다.
대류는 직접 가서 전해주는 것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을 때나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일 때가 대
표적인 예랍니다. 물과 공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서 가벼워지는 데,
이 때 가벼워진 물질들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워진 차가운 물질들은 아래쪽을 채워요. 위로 올라갔던 물질들이 차가워
지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차가운 물질들이 따뜻한 물질들과 섞이면서 따뜻해져 위로 올라가고 물질이 직접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대류입니다.
물을 가열할 때, 창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로 뜨거워진 물질은 위로,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이동하면서 대류가 일어납
니다.
복사는 중간에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어도 순식간에 열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바로 태양열이 복사의 대표적인
예랍니다. 태양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모든 물체들은 복사열을 내보내거나 흡수해요. 이 세기가 물체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의 재료와 방법들
우리가 추울 때 하는 행동들이 다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과 관련이 있어요. 잠잘 때 두꺼운 이불을 덮는 것, 오리털
점퍼처럼 도톰한 잠바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여름에는 스티로폼 상자나 아이스박스에 얼거나 차가운 물건을 넣어두
면 오래도록 차가운 상태로 유지되는 반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건을 넣으면 따뜻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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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을 위한 재료들은 생각 외로 많아요. 따뜻한 솜이나 천, 스티로폼 등은 많은 친구들이 생각해
내겠지만, 플라스틱이나 공기, 나무 등도 단열의 재료가 돼요.
집에서 피자를 시키면 도톰한 피자상자를 도톰한 가방 같은 곳에 넣고, 오토바이에 붙어있는 도톰한 스트로폼 상자
같은 트렁크에 넣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뜨거울 때 맛있는 피자가 오랫동안 열기를 뺏기지 않고 온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열을 위한 것이랍니다.
따뜻한 겨울에 따듯한 물을 담는 보온병, 여름에 얼음물을 담는 보냉병 또한 단열의 좋은 예랍니다.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보온을 위해서는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물과 공기의 움직임에 의한 열의 이동 그리고 빛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해요. 고체를 통한 전도나 물과 공기에 의해 대류로 열이 이동할 수도 있고, 빛에 의해
열이 이동해 따뜻해 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온․보냉병은 두 개의 층 사이를 진공상태로 비워 둬 단열을 유지했
고, 바깥의 빛이 반사가 되는 재질로 겉을 코팅해 빛까지 차단하는 단열을 해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이중창이나 뽁뽁이처럼 중간에 공기를 잡아두는 것 역시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열제품입니다. 이중 유리
창 속에는 공기가 있어 열이 잘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합니다. 오리털점퍼나 털모자, 두꺼운 솜이불 속에도 공기가 많
이 있어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제품인 셈이지요.
공기의 열전도율은 유리의 열전도율과 비교하면 40분의 1 정도로 매우 낮아요. 철의 열전도율에 비하면 2600분의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요. 공기는 그 정도로 좋은 단열재랍니다.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한 번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것이 따뜻한 이유도 바로 이 옷과 옷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열의 이동을 막아 주기 때문이랍니다.
또 집을 지을 때 스티로폼이나 유리섬유 같은 단열재를 벽 사이에 넣고 벽을 쌓아요. 한 여름 바깥의 더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고, 한 겨울 집 안의 따뜻한 열기를 집 바깥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지요.
단열면
집을 지을 때 단열재로 쓰이는 암면(Rockwool 또는 Mineral wool)은 높은 열에도 잘 견디는 인조광물성 섬유예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돼 건축물을 지을 때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재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
는 방화재, 소음을 잡는 흡음재로 널리 쓰이고 있어요. 암면의 단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간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
고 있답니다.
[석빙고, 삼국시대에도 한 여름에 얼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
석빙고
경주에 있는 이 석빙고는 조선 영조 14년(1738년)에 만들어진 얼음 창고랍니다.
석빙고라는 얼음 창고는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것이지만요. 냉장고가 없
던 그 옛날에도 한 여름에 얼음을 먹을 수 있었다니 신기하기만 하지요?
석빙고의 비밀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단열’에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석빙고는 작게는 10평 남짓부터 크게는 30평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바닥은 흙을 다지고 넓은 돌을 깔았어요.
석빙고에도 환기구가 있었는데 더운 공기가 밖으로 빨리 빠져 나가도록 설계했고, 바깥의 열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진흙과 석회로 단열 지붕을 만들어 덮었어요. 석빙고는 대부분 지붕 위에 잔디를 심었는데, 이 또한 태양의 복
사열로 인해 지표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랍니다. 입구에는 벽을 설치해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대류로 인해
석빙고 위쪽 환기구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답니다.
석빙고에 저장하는 얼음의 두께는 최소 12cm 이상이었다고 해요.
* 생각 키우기
- 슈퍼 단열재, 꿈의 신소재 등으로 불리는 에어로겔(aerogel). 이 역시 뽁뽁이나 오리털 점퍼, 북극곰의 털처럼 열전
도율이 낮은 ‘공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기의 단열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에어로겔은 열은 물론 전기와 소리, 충격 등에 강해서 미래를 바꿀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에
어로겔은 공기를 의미하는 에어로(aero)와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하는 겔(gel)의 합성어로 전체 부피의 약 98%
가 공기로 채워져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인류가 개발한 소재 중에서 가장 가벼운 고형물이기도 하답니다.
에어로겔은 단열 소재는 물론 우주 탐사선의 소재로도 쓰이는 등 활용 범위가 넓은 차세대 신소재입니다.

온돌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온돌의 원리는 열의 전도를 이용한 복사 난방 방식의 일종입니다. 방고래를 통해 화기를 보내 달궈진 구들이 방출한
열로 난방을 하는 것인데요.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그 화기 가 방 밑을 지나 방바닥 전체를 덥게 하는 난방장치입니
다. 달궈진 돌이 방출하는 열로 난방하는 것인데 전 도, 복사, 대류를 모두 이용합니다. 습기도 차지 않으며 화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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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합니다. 온돌이 오래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사용되는 돌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사용하던 백운모는
열 이나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절연체라고 합니다. 백운모로 만든 구들장이 아래의 뜨거운 열기를 한꺼번에 방 안으
로 내뱉지 않게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뜨거운 아랫목은 윗목보다 더 두꺼운 돌을 쓰고 진흙도 두껍 게 바릅니다.
그렇게 하면 구들장이 열을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윗목은 빨리 뜨거워지도록 얇게 만 들지요. 방이 식을 때
는 아랫목의 구들장에 저장되었던 열이 방출되면서 대류 효과로 윗목도 쉽게 식지 않도록 해줍 니다. 하지만 온돌의
문제점은 아궁이나 굴뚝으로 열이 빠져나가 열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궁이에서 밥을 짓고 요리를 했던 것
이죠. 빠져 나가는 열을 요리에 활용한 것입니다.

주머니난로와 소금: 겨울철 화학
겨울입니다. 그것도 몹시 추운 겨울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전국
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서 여기저기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차들은 엉금엉금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는데, 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썰매 타기, 스키 타기 등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겨울은 여러 가지로 힘든 계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을 주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학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주머니 난로’와 눈 쌓인 길을
녹여주고 또 얼어붙지 않게 도와주는 ‘소금(제설제)’이 그 주인공입니다.
*알아보기*
- 주머니난로: 발열반응
- 제설제: 어는점 내림
*관련 단원*
- 4학년 2학기 8단원 열의 이동과 우리 생활
- 5학년 1학기 2단원 용해와 용액
- 5학년 1학기 6단원 용액의 진하기
- 5학년 2학기 2단원 용액의 성질
- 6학년 2학기 4단원 계절의 변화
- 6학년 2학기 5단원 연소와 소화
주머니난로: 발열반응
누구나 겨울이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날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땐 추위를 견디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요. 이럴 때 작은 주머니난로(또는 손난로) 하나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두면 전혀 따뜻하지 않은 주머니난로인데 필요할 때 금세 열이 나게 할 수 있습니
다. 어떤 것은 비비거나 흔들어주면 되고, 어떤 것은 단추 같은 것을 눌러주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주머니
난로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비거나 흔들어주면 되는 주머니 난로는 1회용입니다,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난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
니다. 1회용 주머니 난로는 일명 ‘핫팩’이라고도 하는데 봉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겉에 있는 봉지를 벗
겨내고 쓰면 됩니다. 그 안에는 알갱이가 작은 철가루와 함께 탄소 가루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철가루가 공기 중의
산소를 만나 산화될 때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는 다르지만, 철로 된 못을 공기
중에 오래 놓아두면 산화되어 녹이 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머니 난로의 경우에는 입자가 무척 고운 철가루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산소와 만나는 표면적이 넓어서 반응이 한꺼번에 훨씬 빨리 일어나게 되고, 열도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을 내보내는 화학반응을 ‘발열반응’이라고 부릅니다(반대로 열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반응은 ‘흡열반응’이라고 합니다). 탄소 가루와 소금은 철의 산화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역할
을 합니다. 철가루가 일단 산화되고 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용인 것입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난로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가루가 아니라 액체가 들어 있으며, 똑딱단추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눌러주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머니 난로 안에 들어 있는 액체는 아세트산나트륨 또는 티오황
산나트륨의 과포화 수용액입니다. 과포화 수용액이란 물이 어떤 온도에서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용질(이 경
우에는 아세트산나트륨이나 티오황산나트륨)이 녹아 있는 용액을 말합니다. 과포화 수용액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그
만 자극이 가해져도 균형이 깨지게 되고,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 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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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출합니다. 한 번 사용한 주머니 난로를 뜨거운 물에 넣어주면 다시 과포화 수용액이 되어 액체 상태가 되기 때문
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설제: 어는점 내림
지난 연말에 서울 시내에 갑자기 많은 눈이 오는 바람에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남산터널에 두 시간도
넘게 갇힌 운전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터널 바깥 도로에 쌓인 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은 보통
때 같으면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리를 몇 배, 몇 십 배 넘게 걸려서야 겨우 지나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
서 겨울철에는 눈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늘 제설제를 마련해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제설제는 염화칼슘
인데, 식용으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을 쓰기도 합니다. 제설제의 원리를 염화칼슘을 예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염화칼
슘은 건조제로 사용될 정도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염화칼슘이 물을 흡수하여 용해되면 열이 발생합니다
(발열반응). 이 열 때문에 눈이 녹습니다. 눈이 녹아서 물이 생기지만 염화칼슘이 녹아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보다 어
는점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어는점 내림), 그 덕분에 길이 얼어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화칼슘이 얼마나 녹아 있
는가에 따라서 어는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빙판길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을 생각하면
제설제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소금 성분이 차량이나 건물의 부식에 영향
을 끼치기도 할 뿐 아니라 강으로 흘러들어가 근처 식물 등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환경 친화적인 제설제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용어정리
[발열반응]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하는 반응
[용해도] 정해진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의 최댓값.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과포화용액] 어떤 온도에서 용해도 이상의 용질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용질이
석출된다. (액체가 들어있는 주머니 난로에 아세트산나트륨 혹은 티오황산나트륨 등의 과포화용액을 사용한다.)
[어는점 내림] 어떤 물질이 녹아 있는 경우에 순수한 용매보다 낮은 온도에서 어는 현상. (물에 염화칼슘 등의 물질이
녹아 있으면 순수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겨울철 빙판길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한걸음 더!
☆ 발열반응이나 흡열반응의 예를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출처 : LG 사이언스랜드

1)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과학적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 원리를 찾아 설명해보자.

2)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과학적으로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3. 읽기자료 : 지구온난화와 한파의 관계

지구온난화의 역설? 올 겨울 추운 이유

2018-01-15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겨울 폭풍 ‘사이클론’이
몰아치면서 체감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졌다. 유럽에서도 겨울 폭풍 ‘엘리노어’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
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강풍과 눈보라로 전기가 끊기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취소됐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올겨울 한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
를 지칭하는 단어로 냉각화(glaciation)에 반대된다. 엄밀히 말하면 빙하기에서 벗어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도 온난
화의 범주에 들어간다. 원래는 원인에 관계없이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현재는 ‘산업
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기온의 증가’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최근의 기온상승이 심상
치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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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지구는 더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적으로 한파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과학자는 그 이유를 ‘급
격한 온난화에 대한 지구의 반작용’이라고 해석한다.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
락했지만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추워지면 기온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워지면 낮추는 방향으로 지구는 나름
의 노력으로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겨울 한반도에 닥친 국지적 한파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온을
진정시키려는 지구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지적 한파의 요인으로 북극진동 세기, 북유럽의 기단변화, 적도의 대
류현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닥친 한파는 북극진동의 세기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북극은 일조량이 적어 대기가 냉각돼 수축하는 반면 중위도의 대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해 팽창한다. 이 때
문에 중위도의 대기가 극지방의 대기를 밀어내 북극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의 편서풍 제트기류가 발달한다. 평상시에는
중위도 대기의 세력이 강해 제트기류가 극지방에 가깝게 형성돼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에어커
튼’ 역할을 한다.
그런데 기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으므로 북극과 중위도 지방의 세력 크기는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이 과정
에서 제트기류도 중위도 지역의 세력이 강해지면 북상하고 극지방의 세력이 강해지면 남하하는 식으로 위치가 바뀐다.
이러한 현상을 북극진동이라고 한다.
북극진동은 보통 ‘극진동지수’라는 수치로 그 정도를 표시한다. 극진동지수는 중위도 기압이 북극보다 높으면 양의 값
으로, 북극 기압이 중위도보다 높으면 음의 값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극진동지수가 양의 값이면 제트기류가 북극에 가
깝게 형성되고 팽팽해진다. 이때는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등의 지역이 중위도 공기의 세력권에 들어 평소보다 더
따뜻해진다. 반대로 극진동 지수가 음의 값이면 제트기류가 남하해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며 동아시아, 북미 중동부
등에서는 더욱 남쪽으로 쏠려 돌출부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긴 제트기류의 돌출부에 속한 지역에는 극지방의 찬 공기
가 밀려들어 평소보다 훨씬 추워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극진동의 지수가 계속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 극진동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9년
겨울에는 11월 말부터 무려 3주 동안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음의 극진동 상태를 보였으며 그 결과 매
서운 한파가 몰아닥쳤다.
극진동지수가 강한 음의 지수를 기록하고 제트기류 고리가 남하하는 주요 원인은 가을철 시베리아의 폭설이라 추측된
다. 스키장에서 살이 타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듯, 눈은 지표면보다 태양 에너지를 훨씬 잘 반사시킨다. 따라서 눈이
쌓이면 태양열을 반사하여 기온이 낮아진다. 때문에 시베리아에 평년보다 눈이 많이 내리면 공기가 평소보다 더욱 차
가워져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진다. 시베리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 수직 파동 활동이 활발해져 북극 대기 상층은
오히려 따뜻해진다. 결국 따뜻해진 북극의 공기 압력이 중위도보다 높아지므로 음의 북극진동 상태를 만든다. 이 과정
은 보통 1~2개월 정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가을철 시베리아의 눈의 양을 보면 이듬해 겨울의 한파를 대략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시베리아 지역의 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북극 주변 온난화에 따른 해빙 감소와 연관이 있
다고 추정된다. 북극해빙은 9월에 가장 작은 면적을 나타내는데, 최근 북극의 여름철 해빙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
며 겨울에조차 그 양이 감소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실제로 지난 2012년 9월 지구의 평균 온도는 1880년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북극 해빙(海氷)이
역대 가장 많이 녹아내렸다고 한다. 북극해빙의 면적이 줄면 북극해의 수분 증발이 심해져서 시베리아의 적설량이 증
가할 수 있다. 결국 극지방의 온난화가 시베리아의 강설을 유도하고, 시베리아에 쌓인 눈이 극지방 공기의 세력을 강
화시켜 제트기류를 남하시키면, 중위도 지역에 한파가 찾아오는 것이다.
최근의 기상이변을 잘 관찰해보면 지역과 계절에 따른 온도차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
이는 급속한 온난화가 중요한 요인이며, 최근의 한반도 기후변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당분간 한반도는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는 양극성기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겨울의 혹한을 예방하고 기후의 양극화 현
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뜻이겠다.
글 : 김성중 극지기후연구부 책임연구원, 출처: KISTI 과학향기
- 출처 : LG 사이언스랜드

1)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한파가 몰아치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보자.

2) 실생활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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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파 시 행동요령
1) 한파 시 행동요령에 대해 조사·토론하기

2) 지구온난화와 한파의 관계에 대한 에 대한 내용으로 홍보 포스터, 홍보 UCC 제작하기
(예시) ① 기획 :
② 제작-역할나누기 :
③ 홍보방법 생각보기 :
④ 기타의견 :
자료출처
1. 날씨누리 웹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날씨 예보 확인하기
http://www.weather.go.kr
2. 지구온난화의 역설? 올 겨울 추운 이유 2018-01-15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SCSC/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SCSC2018010007
4. 겨울 외투의 충전재는 왜 거위나 오리털을 주로 사용하는 것일까?
패딩 속 충전재는 왜 거위털이나 오리털을 사용할까?
https://science.ytn.co.kr/hotclip/view.php?s_mcd=1213&key=201902111433179123
https://www.youtube.com/watch?v=fDr8cqryi2Y
뽁뽁이, 문풍지, 스티로폼 박스, 오리털 점퍼의 공통점은?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HHSC/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HHSC2013110003
5. 주머니난로와 소금: 겨울철 화학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HHSC/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HHSC2010010001
온돌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http://lg-sl.net/product/infosearch/curiosityres/readCuriosityRes.mvc?curiosityResId=HODA2009090139
불과 열을 다스리는 기술, 온돌의 원리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7-w_qM9GolA
8. [교과서 속 숨은 과학 찾기] 흡열반응과 발열반응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1z6901p2Yc
9. 겨울철 필수품 히터의 발열 원리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jXA_mzVqts
10. [날씨트리] 철과 산소의 만남은 뜨겁다, 핫팩의 원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bx2JGtcmcMo
11. 한파발생 시 행동요령
http://www.weather.go.kr/weather/warning/safetyguide_coldweather.jsp
한파 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안전한 TV
https://www.youtube.com/watch?v=NiEcjDpkz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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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참고자료(교사용)
1. 날씨누리 웹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날씨 예보 확인하기

웹사이트: http://www.weather.go.kr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기상정보, 기상청 속보, 우리 동네 날씨 예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파특보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파주의보를,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가 예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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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자료 ①

지구온난화의 역설? 올 겨울 추운 이유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겨울 폭풍 ‘사이클론’이 몰아
치면서 체감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졌다. 유럽에서도 겨울 폭풍 ‘엘리노어’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영국
과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강풍과 눈보라로 전기가 끊기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취소됐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올겨울 한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냉각화(glaciation)에 반대된다. 엄밀히 말하면 빙하기에서 벗어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도 온난화의
범주에 들어간다. 원래는 원인에 관계없이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현재는 ‘산업혁명 이
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기온의 증가’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최근의 기온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분명히 지구는 더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적으로 한파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과학자는 그 이유를 ‘급격
한 온난화에 대한 지구의 반작용’이라고 해석한다.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했지
만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추워지면 기온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워지면 낮추는 방향으로 지구는 나름의 노력으
로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겨울 한반도에 닥친 국지적 한파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온을 진정시키려
는 지구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지적 한파의 요인으로 북극진동 세기, 북유럽의 기단변화, 적도의 대류현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닥친 한파는 북극진동의 세기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북극은 일조량이 적어 대기가 냉각돼 수축하는 반면 중위도의 대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해 팽창한다. 이 때문
에 중위도의 대기가 극지방의 대기를 밀어내 북극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의 편서풍 제트기류가 발달한다. 평상시에는 중위
도 대기의 세력이 강해 제트기류가 극지방에 가깝게 형성돼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에어커튼’ 역할
을 한다.
그런데 기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으므로 북극과 중위도 지방의 세력 크기는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
서 제트기류도 중위도 지역의 세력이 강해지면 북상하고 극지방의 세력이 강해지면 남하하는 식으로 위치가 바뀐다. 이러
한 현상을 북극진동이라고 한다.
북극진동은 보통 ‘극진동지수’라는 수치로 그 정도를 표시한다. 극진동지수는 중위도 기압이 북극보다 높으면 양의 값으
로, 북극 기압이 중위도보다 높으면 음의 값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극진동지수가 양의 값이면 제트기류가 북극에 가깝게
형성되고 팽팽해진다. 이때는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등의 지역이 중위도 공기의 세력권에 들어 평소보다 더 따뜻해
진다. 반대로 극진동 지수가 음의 값이면 제트기류가 남하해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며 동아시아, 북미 중동부 등에서는
더욱 남쪽으로 쏠려 돌출부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긴 제트기류의 돌출부에 속한 지역에는 극지방의 찬 공기가 밀려들어
평소보다 훨씬 추워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극진동의 지수가 계속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 극진동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9년 겨
울에는 11월 말부터 무려 3주 동안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음의 극진동 상태를 보였으며 그 결과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쳤다.
극진동지수가 강한 음의 지수를 기록하고 제트기류 고리가 남하하는 주요 원인은 가을철 시베리아의 폭설이라 추측된다.
스키장에서 살이 타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듯, 눈은 지표면보다 태양 에너지를 훨씬 잘 반사시킨다. 따라서 눈이 쌓이면
태양열을 반사하여 기온이 낮아진다. 때문에 시베리아에 평년보다 눈이 많이 내리면 공기가 평소보다 더욱 차가워져서 시
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진다. 시베리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 수직 파동 활동이 활발해져 북극 대기 상층은 오히려 따뜻해진
다. 결국 따뜻해진 북극의 공기 압력이 중위도보다 높아지므로 음의 북극진동 상태를 만든다. 이 과정은 보통 1~2개월 정
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가을철 시베리아의 눈의 양을 보면 이듬해 겨울의 한파를 대략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시베리아 지역의 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북극 주변 온난화에 따른 해빙 감소와 연관이 있다
고 추정된다. 북극해빙은 9월에 가장 작은 면적을 나타내는데, 최근 북극의 여름철 해빙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겨
울에조차 그 양이 감소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실제로 지난 2012년 9월 지구의 평균 온도는 1880년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북극 해빙(海氷)이 역
대 가장 많이 녹아내렸다고 한다. 북극해빙의 면적이 줄면 북극해의 수분 증발이 심해져서 시베리아의 적설량이 증가할
수 있다. 결국 극지방의 온난화가 시베리아의 강설을 유도하고, 시베리아에 쌓인 눈이 극지방 공기의 세력을 강화시켜 제
트기류를 남하시키면, 중위도 지역에 한파가 찾아오는 것이다.
최근의 기상이변을 잘 관찰해보면 지역과 계절에 따른 온도차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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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온난화가 중요한 요인이며, 최근의 한반도 기후변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당분간 한반도는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는 양극성기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겨울의 혹한을 예방하고 기후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뜻이겠다.
출처: KISTI 과학향기, 김성중 극지기후연구부 책임연구원

3. 동영상자료 ①

겨울 외투의 충전재는 왜 거위나 오리털을 주로 사용하는 것일까?
패딩 속 충전재는 왜 거위털이나 오리털을 사용할까?
https://science.ytn.co.kr/hotclip/view.php?s_mcd=1213&key=201902111433179123
https://www.youtube.com/watch?v=fDr8cqryi2Y

4. 읽기자료 ②

뽁뽁이, 문풍지, 스티로폼 박스, 오리털 점퍼의 공통점은?
문풍지와 에어캡, 보온병, 오리털 의류, 두꺼운 솜이불 그리고 털모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문풍지은행잎과 단풍잎으로 곱게 물든 거리를 걸으며 가을이 왔음을 느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성
큼 다가왔습니다. 11월 중순인데 전국적으로 첫눈이 오기도 했어요.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에서는 에어캡(일명 뽁뽁이)과
문풍지만 사용해도 실내 온도를 3℃나 올릴 수 있어 난방비를 10~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
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대형마트에서도 에어캡과 문풍지 같은 방한 용품이 날개가 돋친 듯 팔리고 있고요.
제목에서 말한 뽁뽁이나 문풍지 그리고 방풍비닐과 이중창 등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외풍을 막는데 쓰는 방
한용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스티로폼 박스나 오리털 점퍼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보온병과 털모자,
도톰한 오리털이나 솜이불 등도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 따끈따끈 과학에서는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과 문풍지, 스티로폼 박스 그리고 오리털 점퍼 등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문풍지나 단열용 에어캡, 손난로 등의 방한용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 알아보기
- 뽁뽁이와 문풍지로 난방비를 줄인다고?
- 뽁뽁이는 어떻게 실내온도를 높일까?
- 열의 이동과 단열
[열의 전달 방법 :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
-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의 재료와 방법들
[석빙고, 삼국시대에도 한 여름에 얼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
* 생각 키우기
- 슈퍼 단열재, 꿈의 신소재 등으로 불리는 에어로겔(aerogel). 이 역시 뽁뽁이나 오리털 점퍼, 북극곰의 털처럼 열전도율
이 낮은 ‘공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기의 단열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뽁뽁이와 문풍지로 난방비를 줄인다고?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창이나 벽을 통해 집안으로 솔솔 스며들어 오는 외풍이 심한 편인데요, 이 외풍은 난방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외풍이 심한 집은 보일러를 켜도 바닥은 따뜻한데, 실내 공기는 차 겨우내 옷을 서너 겹씩
껴입고 춥게 지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창문과 출입문의 틈을 막는 문풍지를 붙이면 바깥 공기를 막아 줘 실내 온도를 조금 높일 수 있어요.
또 유리창은 열을 쉽게 뺏기는 곳이기 때문에 유리문에는 우리가 흔히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을 붙여 실내의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내 온도를 높이고, 난방비를 줄이는 비결이랍니다.
문풍지와 에어캡 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3℃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단열충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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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보일러를 돌렸는데 실내가 훈훈해 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집 안을 꼼꼼하게 살펴서 외풍을 차단하고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과 창문의 틈새를 막는 문풍지가 이전에는 노란색이나 까만색, 회색 등의 스펀지 재질이어서 제거한 후 흔적이 남
아 보기 흉했는데요, 최근에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투명한 문풍지가 유행이랍니다. 에어캡을 붙이면 사생활 보호는 물론,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것도 있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바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단열용 에어캡은 비닐과 비닐 사이에 공기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 뽁뽁이는 어떻게 실내온도를 높일까?
문풍지는 창문 틈에 붙여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니 실내 온도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뽁뽁이 에어캡은 어떤 원리로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일까요?
뽁뽁이 에어캡은 창문 틈에 붙이는 문풍지와 달리 유리창 전체에 넓게 붙이는데요, 붙이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접착
제나 테이프도 필요 없고, 창문에 물을 뿌린 후 꼼꼼하게 눌러 붙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보통 물건이 깨지거나 배송 중
찌그러질 위험이 있는 것을 운반할 때 쓰는 에어캡은 비닐에 동글동글한 공기방울 같은 것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요, 단열용 에어캡은 그 위에 또 한 겹의 비닐이 덧대어져 있어 좀 더 도톰하게 느껴집니다. 이 올록볼록한 비닐
속에 공기층이 더 많이 형성돼 있어 열전도율을 낮춰 줘 열전달을 막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이랍니다.
에어캡의 원리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붙이고, 창문에는 단열 에어캡을 붙였는데도 실내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창문 전체를 커튼처럼
감싸는 방풍 비닐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풍 비닐은 한 번 시공하면 통풍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슬
이 많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생겨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하는 곳은 꼭 밀폐형이 아닌 지퍼식 방풍 비닐을 설치하는 것이 좋
답니다.
유리창에 단열용 에어캡을 붙이면 열의 이동이 쉬운 유리창에 공기층이 형성돼 방풍, 방한 효과가 있어요. 여름에는 바
깥의 뜨거운 열기를 차단하고, 자외선까지 차단해 줘 냉방 효율을 높여줘요. 10~20% 정도의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가 있
답니다.
- 열의 이동과 단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열이 통하지 열의 이동 그러니까 열의 전달이란 열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고, 단열은 이렇게 열
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막는 것,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말해요. 물질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전도와 대류, 복사가
있어요.
[열의 전달 방법 :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
전도는 서로 만나야 줄 수 있는 것으로, 쇠막대기 한쪽 끝을 가열하면 다쪽 한쪽이 어느새 뜨거워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
랍니다. 전도는 젓가락이나 쇠막대처럼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잘 일어납니다.
대류는 직접 가서 전해주는 것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을 때나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일 때가 대표적
인 예랍니다. 물과 공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서 가벼워지는 데, 이 때 가
벼워진 물질들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워진 차가운 물질들은 아래쪽을 채워요. 위로 올라갔던 물질들이 차가워지면서 아래
로 내려오고, 차가운 물질들이 따뜻한 물질들과 섞이면서 따뜻해져 위로 올라가고 물질이 직접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대류입니다.
물을 가열할 때, 창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로 뜨거워진 물질은 위로,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이동하면서 대류가 일어납니
다.
복사는 중간에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어도 순식간에 열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바로 태양열이 복사의 대표적인 예
랍니다. 태양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모든 물체들은 복사열을 내보내거나 흡수해요. 이 세기가 물체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의 재료와 방법들
우리가 추울 때 하는 행동들이 다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과 관련이 있어요. 잠잘 때 두꺼운 이불을 덮는 것, 오리털 점
퍼처럼 도톰한 잠바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여름에는 스티로폼 상자나 아이스박스에 얼거나 차가운 물건을 넣어두면 오
래도록 차가운 상태로 유지되는 반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건을 넣으면 따뜻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지요.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을 위한 재료들은 생각 외로 많아요. 따뜻한 솜이나 천, 스티로폼 등은 많은 친구들이 생각해 내
겠지만, 플라스틱이나 공기, 나무 등도 단열의 재료가 돼요.
집에서 피자를 시키면 도톰한 피자상자를 도톰한 가방 같은 곳에 넣고, 오토바이에 붙어있는 도톰한 스트로폼 상자 같은
트렁크에 넣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뜨거울 때 맛있는 피자가 오랫동안 열기를 뺏기지 않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열을 위한 것이랍니다.
따뜻한 겨울에 따듯한 물을 담는 보온병, 여름에 얼음물을 담는 보냉병 또한 단열의 좋은 예랍니다. 따뜻하게 혹은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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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보온을 위해서는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물과 공기의 움직임에 의한 열의 이동 그리고 빛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해요. 고체를 통한 전도나 물과 공기에 의해 대류로 열이 이동할 수도 있고, 빛에 의해 열이 이
동해 따뜻해 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온․보냉병은 두 개의 층 사이를 진공상태로 비워 둬 단열을 유지했고, 바깥의
빛이 반사가 되는 재질로 겉을 코팅해 빛까지 차단하는 단열을 해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이중창이나 뽁뽁이처럼 중간에 공기를 잡아두는 것 역시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열제품입니다. 이중 유리창
속에는 공기가 있어 열이 잘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합니다. 오리털점퍼나 털모자, 두꺼운 솜이불 속에도 공기가 많이 있어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제품인 셈이지요.
공기의 열전도율은 유리의 열전도율과 비교하면 40분의 1 정도로 매우 낮아요. 철의 열전도율에 비하면 2600분의 1 정
도로 미미한 수준이고요. 공기는 그 정도로 좋은 단열재랍니다.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한 번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것이 따뜻한 이유도 바로 이 옷과 옷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열의 이동을 막아 주기 때문이랍니다.
또 집을 지을 때 스티로폼이나 유리섬유 같은 단열재를 벽 사이에 넣고 벽을 쌓아요. 한 여름 바깥의 더운 열기가 집 안
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고, 한 겨울 집 안의 따뜻한 열기를 집 바깥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지요.
단열면
집을 지을 때 단열재로 쓰이는 암면(Rockwool 또는 Mineral wool)은 높은 열에도 잘 견디는 인조광물성 섬유예요. 발
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돼 건축물을 지을 때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재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
화재, 소음을 잡는 흡음재로 널리 쓰이고 있어요. 암면의 단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간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답니
다.
[석빙고, 삼국시대에도 한 여름에 얼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
석빙고
경주에 있는 이 석빙고는 조선 영조 14년(1738년)에 만들어진 얼음 창고랍니다.
석빙고라는 얼음 창고는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것이지만요. 냉장고가 없던
그 옛날에도 한 여름에 얼음을 먹을 수 있었다니 신기하기만 하지요?
석빙고의 비밀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단열’에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석빙고는 작게는 10평 남짓부터 크게는 30평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바닥은 흙을 다지고 넓은 돌을 깔았어요.
석빙고에도 환기구가 있었는데 더운 공기가 밖으로 빨리 빠져 나가도록 설계했고, 바깥의 열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
도록 진흙과 석회로 단열 지붕을 만들어 덮었어요. 석빙고는 대부분 지붕 위에 잔디를 심었는데, 이 또한 태양의 복사열
로 인해 지표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랍니다. 입구에는 벽을 설치해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대류로 인해 석빙고
위쪽 환기구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답니다.
석빙고에 저장하는 얼음의 두께는 최소 12cm 이상이었다고 해요.
* 생각 키우기
- 슈퍼 단열재, 꿈의 신소재 등으로 불리는 에어로겔(aerogel). 이 역시 뽁뽁이나 오리털 점퍼, 북극곰의 털처럼 열전도
율이 낮은 ‘공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기의 단열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에어로겔은 열은 물론 전기와 소리, 충격 등에 강해서 미래를 바꿀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에어
로겔은 공기를 의미하는 에어로(aero)와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하는 겔(gel)의 합성어로 전체 부피의 약 98%가 공
기로 채워져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인류가 개발한 소재 중에서 가장 가벼운 고형물이기도 하답니다.
에어로겔은 단열 소재는 물론 우주 탐사선의 소재로도 쓰이는 등 활용 범위가 넓은 차세대 신소재입니다.
출처 : LG사이언스랜드

5. 읽기자료 ③

주머니난로와 소금: 겨울철 화학
겨울입니다. 그것도 몹시 추운 겨울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전국적으
로 많은 눈이 내려서 여기저기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차들은 엉금엉금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는데, 또 많은 눈이 내린다
고 합니다.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썰매 타기, 스키 타기 등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겨
울은 여러 가지로 힘든 계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을 주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
는 화학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주머니 난로’와 눈 쌓인 길을 녹여주고 또 얼어
붙지 않게 도와주는 ‘소금(제설제)’이 그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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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 주머니난로: 발열반응
- 제설제: 어는점 내림
*관련 단원*
- 4학년 2학기 8단원 열의 이동과 우리 생활
- 5학년 1학기 2단원 용해와 용액
- 5학년 1학기 6단원 용액의 진하기
- 5학년 2학기 2단원 용액의 성질
- 6학년 2학기 4단원 계절의 변화
- 6학년 2학기 5단원 연소와 소화
주머니난로: 발열반응
누구나 겨울이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날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게 되
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땐 추위를 견디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요. 이럴 때 작은 주머니난로(또는 손난로) 하나만 있어
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두면 전혀 따뜻하지 않은 주머니난로인데 필요할 때 금세 열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비비거나 흔들어주면 되고, 어떤 것은 단추 같은 것을 눌러주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주머니난로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비거나 흔들어주면 되는 주머니 난로는 1회용입니다,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난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
다. 1회용 주머니 난로는 일명 ‘핫팩’이라고도 하는데 봉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겉에 있는 봉지를 벗겨내
고 쓰면 됩니다. 그 안에는 알갱이가 작은 철가루와 함께 탄소 가루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철가루가 공기 중의 산소를
만나 산화될 때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는 다르지만, 철로 된 못을 공기 중에 오래
놓아두면 산화되어 녹이 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머니 난로의 경우에는 입자가 무척 고운 철가루로 채워져 있기 때
문에 산소와 만나는 표면적이 넓어서 반응이 한꺼번에 훨씬 빨리 일어나게 되고, 열도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
니다. 이렇게 열을 내보내는 화학반응을 ‘발열반응’이라고 부릅니다(반대로 열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반응은 ‘흡
열반응’이라고 합니다). 탄소 가루와 소금은 철의 산화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철가루가 일단 산
화되고 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용인 것입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난로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가루가 아니라 액체가 들어 있으며, 똑딱단추 같은 것이 달
려 있어서 그것을 눌러주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머니 난로 안에 들어 있는 액체는 아세트산나트륨 또는 티오황산나
트륨의 과포화 수용액입니다. 과포화 수용액이란 물이 어떤 온도에서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용질(이 경우에는
아세트산나트륨이나 티오황산나트륨)이 녹아 있는 용액을 말합니다. 과포화 수용액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이
가해져도 균형이 깨지게 되고,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 때 열을 방출합니다.
한 번 사용한 주머니 난로를 뜨거운 물에 넣어주면 다시 과포화 수용액이 되어 액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설제: 어는점 내림
지난 연말에 서울 시내에 갑자기 많은 눈이 오는 바람에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남산터널에 두 시간도 넘
게 갇힌 운전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터널 바깥 도로에 쌓인 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은 보통 때
같으면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리를 몇 배, 몇 십 배 넘게 걸려서야 겨우 지나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
울철에는 눈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늘 제설제를 마련해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제설제는 염화칼슘인데, 식
용으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을 쓰기도 합니다. 제설제의 원리를 염화칼슘을 예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은 건조
제로 사용될 정도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염화칼슘이 물을 흡수하여 용해되면 열이 발생합니다(발열반응). 이
열 때문에 눈이 녹습니다. 눈이 녹아서 물이 생기지만 염화칼슘이 녹아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보다 어는점이 많이 내려가
게 되고(어는점 내림), 그 덕분에 길이 얼어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화칼슘이 얼마나 녹아 있는가에 따라서 어는점
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빙판길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을 생각하면 제설제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소금 성분이 차량이나 건물의 부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할 뿐 아니라
강으로 흘러들어가 근처 식물 등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환경 친화적인 제설제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용어정리
[발열반응]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하는 반응
[용해도] 정해진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의 최댓값.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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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포화용액] 어떤 온도에서 용해도 이상의 용질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용질이 석
출된다. (액체가 들어있는 주머니 난로에 아세트산나트륨 혹은 티오황산나트륨 등의 과포화용액을 사용한다.)
[어는점 내림] 어떤 물질이 녹아 있는 경우에 순수한 용매보다 낮은 온도에서 어는 현상. (물에 염화칼슘 등의 물질이 녹
아 있으면 순수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겨울철 빙판길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한걸음 더!
☆ 발열반응이나 흡열반응의 예를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처 : LG사이언스랜드

5. 읽기자료 ④

온돌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온돌의 원리는 열의 전도를 이용한 복사 난방 방식의 일종입니다. 방고래를 통해 화기를 보내 달궈진 구들이 방출한 열로
난방을 하는 것인데요.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그 화기 가 방 밑을 지나 방바닥 전체를 덥게 하는 난방장치입니다. 달궈진
돌이 방출하는 열로 난방하는 것인데 전 도, 복사, 대류를 모두 이용합니다. 습기도 차지 않으며 화재에도 안전합니다. 온
돌이 오래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사용되는 돌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사용하던 백운모는 열 이나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절연체라고 합니다. 백운모로 만든 구들장이 아래의 뜨거운 열기를 한꺼번에 방 안으로 내뱉지 않게 해줍
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뜨거운 아랫목은 윗목보다 더 두꺼운 돌을 쓰고 진흙도 두껍 게 바릅니다. 그렇게 하면 구들장이
열을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윗목은 빨리 뜨거워지도록 얇게 만 들지요. 방이 식을 때는 아랫목의 구들장에 저장
되었던 열이 방출되면서 대류 효과로 윗목도 쉽게 식지 않도록 해줍 니다. 하지만 온돌의 문제점은 아궁이나 굴뚝으로 열
이 빠져나가 열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궁이에서 밥을 짓고 요리를 했던 것이죠. 빠져 나가는 열을 요리에 활
용한 것입니다.
출처 : LG사이언스랜드

6. 동영상자료 ②

불과 열을 다스리는 기술, 온돌의 원리 / YTN 사이언스
한반도 주거문화에 혁명을 가져온 온돌.아궁이에서 열이 발생하여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까지어떻게 열이 오랫동안 온돌에 남아있는
지 온돌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보고온돌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에 대해 알아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7-w_qM9GolA

7. 동영상자료 ③

[교과서 속 숨은 과학 찾기] 흡열반응과 발열반응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1z6901p2Yc

8. 동영상자료 ④

겨울철 필수품 히터의 발열 원리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jXA_mzVqts

9. 동영상자료 ⑤

[날씨트리] 철과 산소의 만남은 뜨겁다, 핫팩의 원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bx2JGtcm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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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영상자료 ⑥

한파 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안전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NiEcjDpkzG8

11. 읽기자료 ⑤

한파발생 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한파가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
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한파 발생 시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1.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
해야 합니다.
2.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3.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
로 가야 합니다.
4.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
로 가야 합니다.
5. 외출 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
6.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7.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8.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 줄이는 요령 ]
1.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입니다.
2.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습니다.
3. 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4. 가능한 한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5. 응달진 곳을 피하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6.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무겁고 두꺼운 외투는 피합니다.
7. 넘어질 때는 무릎으로 주저 앉으면서 옆으로 굴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8. 진정제, 수면제 등 어지럼 유발 약물 복용자는 외출을 삼갑니다.
9.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
록 합니다.
10.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
근한 물이나 드라이로 녹입니다.
11.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12.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13. 자동차 운전 중에는 가족이나 동승자가 함께
14.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
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15. 운전 전에는 앞 유리의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전 중에는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16.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 커브길 등에서는 되도록 가속과 멈춤을 하지 말고, 속도를 미리 줄이도록 합니다.
17. 차량 이동 중 고립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고,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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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농·어촌에서는 가족이나 지역 주민과 함께
1. 비닐하우스 등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난방, 온실커튼, 축열 주머니 등 미리 동해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2. 축사 등은 쌓인눈에 의한 붕괴 등에 대비하여 보수·보강하고,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 등을 준비합니다.
3.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 등으로 보온조치 합니다.
4. 장기 한파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양식어류는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출처 : 기상청 날씨누리 국민행동요령

자료출처
1. 날씨누리 웹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날씨 예보 확인하기
http://www.weather.go.kr
2. 지구온난화의 역설? 올 겨울 추운 이유 2018-01-15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SCSC/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SCSC2018010007
4. 겨울 외투의 충전재는 왜 거위나 오리털을 주로 사용하는 것일까?
패딩 속 충전재는 왜 거위털이나 오리털을 사용할까?
https://science.ytn.co.kr/hotclip/view.php?s_mcd=1213&key=201902111433179123
https://www.youtube.com/watch?v=fDr8cqryi2Y
뽁뽁이, 문풍지, 스티로폼 박스, 오리털 점퍼의 공통점은?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HHSC/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HHSC2013110003
5. 주머니난로와 소금: 겨울철 화학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HHSC/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HHSC2010010001
온돌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http://lg-sl.net/product/infosearch/curiosityres/readCuriosityRes.mvc?curiosityResId=HODA2009090139
불과 열을 다스리는 기술, 온돌의 원리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7-w_qM9GolA
8. [교과서 속 숨은 과학 찾기] 흡열반응과 발열반응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1z6901p2Yc
9. 겨울철 필수품 히터의 발열 원리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jXA_mzVqts
10. [날씨트리] 철과 산소의 만남은 뜨겁다, 핫팩의 원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bx2JGtcmcMo
11. 한파발생 시 행동요령
http://www.weather.go.kr/weather/warning/safetyguide_coldweather.jsp
한파 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안전한 TV
https://www.youtube.com/watch?v=NiEcjDpkz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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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2

성취기준

과목명

사물인터넷(IoT) : 센서를 이용한 코딩수업

정보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낮보다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계절이다. 밤을 밝혀주는 스마트전등 만들기

어두운 밤거리를 보여주고 거리를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상황제시(Co)
2

생각해 본다

창의적

밤과 낮의 길이 변화에 따라 어둠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센서등을

설계(CD)

만들어 보도록 한다

감성적

주변에서 볼수 있는 센서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ET)

방법등을 생각해 본다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정보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개발의도

성취기준
차시

4/8

코딩수업 중 센서기능에 대한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연계과목

요소

2

중심과목

사물인터넷의 센서원리
어둠을 밝혀주는 스마트등 만들기

학습목표

STEAM

학교급/학년(군)

사회, 수학, 과학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밤과 낮의 길이변화

T

센서의 이해

E

센서를 이용한 전등켜기

A

다양한 적용방법

M

밝기의 계산
다양한 센서가 있지만 빛 센서를 이용한 이해와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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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도입(10분)

교수-학습 활동

사물인터넷에 관한 이해 및 동영상 보여주기

-문제의 현재상태와 해결 후의 상태를 파악한다
현재 상태 : 어두운 장소
해결후의 상태 : 환한 장소로 변화됨
- 다양한 센서들에 대해 설명한다
전개(30분)
- 빛센서를 적용하여 실생활에서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기
-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
- 코딩하기

정리(10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의 세기에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요소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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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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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참고자료(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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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1-2

추위와 한파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추위와
한파와 지구온난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발표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에
대해 토의하고 지구온난화와 한파 사이의 관계 홍보 UCC
또는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중

추위와 한파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추위와
한파와 지구온난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발표할 수 있다.

하

추위와 한파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평가방법

평가도구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 학 습 주 제 :
☆ 자기 평가 시행 학생 :
평가방법

평가

평가

영역

평가기준

요소

3점

지식의 이해도

나는 추위와 한파의 과학적 지식을 잘 이해하였다.

스팀 수업 흥미도

나는 추위와 한파에 대한 스팀 수업이 흥미로왔다

활동 참여의 태도

나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평가척도
2점 1점

융합
자기평가
배려

합 계
특징 기록 :

☆ 학 습 주 제 :
☆ 평가 시행 학생 :
★ 평 정 척 도 : 매우 우수 :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평가대상학생
평가
평가
가○○
나○○
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영역
요소
평가 척도

모둠 내
동료평가

소통
배려

책임감
협력
배려

자신이 맡은 자료 수집에 책임을 다함
자료 정리와 발표 준비에 협력적임
모둠 활동에서 친구들을 배려함
합 계

특징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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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2

과목명

[10과탐03-02]

통합과학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난방비 제로 교실 제작

상황제시(Co)

난방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창의적

2

난방비 제로 교실 설계하기

설계(CD)
감성적

난방비 제로 교실 제작하기

체험(ET)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첨단 과학 탐구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 1학년
[10과탐03-02]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차시

6/8

연계과목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를

성취기준 영역

발표할 수 있다.

학습목표
연계과목

통합과학
S

※ 첨단

과학 난방

※
※

비
비

비

제로 교실 설계하기

T
STEAM
요소

E
A
M

난방

※겨

제로 교실 그림으로 나타내기

찾아보고 이를 해

교실 난방을 위해
학생들의

제로 교실 제작하기

울철에 난방을 해도 교실이

개발의도

※

난방

흥

친

결

추

운 경우가 많다. 우리 교실의

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해본다.

능
증 킬

환경적이고 지속가

미를 유발하고 사고력을

열 빠져
이

나가는

곳

을

한 안전한 재료를 찾고 이를 우리 교실에 적용해 봄으로써

진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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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 난방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건물의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재료는 공기다?/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kuu4GhDoggM)
동영상

도입(10분)
Tip!

○ 우리 교실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곳은 어
디일까?
CD

○ 난방비 제로 교실 설계하기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 교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모둠 내 사례 공유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 토의
- 우리 교실을 난방비 제로 교실로 다시 설계하여 그림으
Tip!

로 표현하기
- 준비물: 색연필, 사인펜, 종이 등
전개(60분)

난방비제로하우스
(https://www.yo
utube.com/watc

- 모둠별로 발표하기

h?v=r8gq-gHisX

ET

○ 난방비 제로 교실 제작하기
- 준비물: 우드락, 호일, 랩, 나무젓가락, 수수깡, 테이프,
우드락본드
- 모둠별로 친환경적이고 수업 환경에 좋은 교실 설계하기
- 모둠별로 발표하기

ET

정리(30분)

○ 교실의 따뜻한 환경이 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모둠별로 생각하고 발표하기
○ 교실에 적용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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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 우리 교실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장소
온도(℃)

○ 난방비 제로 교실 설계하기
- 설계도

○ 우리 교실이 따뜻해지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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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참고자료(교사용)

○ 재생 가능 에너지란?
재생 가능 에너지(再生可能 energy, renewable energy)는 재생 가능한 자원, 즉 햇빛(태
양력), 바람(풍력), 비, 조수(조력), 파도, 지열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보충
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수집된 에너지이다. 그 밖에도 수력, 생물 자원(바이오매
스), 핵융합 등이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종류는 이처럼 매우 다양하다. 재생 가능 에너
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의 대부분은(99.98%)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람은 공기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고 물의 흐름도 햇빛을 받아 증
발한 수증기가 비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생긴다. 파도나 해류도 바닷물이 햇빛을 받아
온도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다. 나무의 화합물(탄수화물)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태양 에너지가 변형된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중에서 태양 에너지와 크게 상관없는 것은 조력과 지열이다. 조력은 조
수를 이용하는 것인데, 조수는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생긴다. 지열은 지구
내부의 열로 인해서 생긴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기술적 범위는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발전, 바이오 연료로 매우 범위
가 넓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중요성과 비
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러 상당히 다양해졌
다. 일부 기술은 이미 성숙 상태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경쟁적이며, 다른 기술들은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 양도
한정되어 있다. 우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양은 하루동안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
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재생 가능 에너지 국가 현황
전세계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있다. 독일에 있는 인구 약 10 만명의 라인-훈스 뤼크 지구(Rhein-Hunsrück District)에
서는 공식적으로 지역 내 필요한 전력의 10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얻고 있고, 독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덴마크, 스웨덴의 여러 지자체는 몇 년 후, 몇 십년 후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10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만 재생가능에너지 열풍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2017 년부터 자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원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 2012 년 34%에
불과했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률은 2016 년에 50%로 성장했고, 올해 마침내 100%를 달성
했다. 구글뿐만 아니라 BMW, 에스티로더, 이케아,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각각 수년
내 전 사업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하고 에너지 전환을 꾀하고 있다.

위키 백과
자료출처

재생가능에너지
(https://ko.wikipedia.org/wiki/%EC%9E%AC%EC%83%9D_%EA%B0%80%EB%8A%A5_%E
C%97%90%EB%84%88%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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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성취기준

과목명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용수철저

과학

[9과02-04]
2차시

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주제(단원)명
상황제시(Co)

2

창의적 설계(CD)
감성적 체험(ET)

겨울철 눈얼음이 녹으면 수면이 올라갈까?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큰 배가 어떻게 물위에 떠 있을 수 있는지, 바다를 떠
다니던 빙산이 녹으면 바닷물의 수면이 높아질 지에 대해 토의하기
물 컵에 손가락을 담그면 더 무거워지는가?
페트병 잠수함 제작하기
물위에 떠있는 수수깡의 운동 살펴보기
종이로 덮은 물을 뒤짚으면 어떻게 될까

3. STEAM 차시별 수업요소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개발의도

학교급/학년(군)

중학교 / 3학년

중심과목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용수철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8/8

[9과02-04] 여러 가지 힘

성취기준

겨울철 눈얼음이 녹으면 수면이 올라갈까?
차시
․ 유체 속에 있는 물체는 부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부피와 관련 있다는 것을 찾아낸다.
․ 부력과 중력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현상을 설명한다.
․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진술한다.
연계과목

물리학Ⅱ

성취기준 영역

[12물리Ⅱ01-02]
무게줌심에 대한 물체의 평형 조건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간단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S 유체, 여러 가지 힘, 부력
T
E 잠수함 제작하기
A 종이로 덮은 물은 왜 쏟아지지 않는가?
M
부력의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관련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부력, 무게중심, 수압,
대기압 등 하나 이상의 과학적 개념을 현상에 적용하여 그 원리를 설명하는 능력을 익히도록 한다. 또
한 주어진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탐구 문제를 스스로 설정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한

다.
물과 공기는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항상 가깝게 접하는 것이다. 과학은 이미 이것들에 대하여 많은 원리들을 알
아내었다. 그 중에서 본 주제에서는 물과 관련하여서는 부력, 수압 등을, 공기에 대하여는 대기압을 다룬다.
이 주제들에 대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는 잡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따
라서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요구하고 답에 대하여 한 번 더 질문하면 막히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상에서 중1까지는 이론적 이해 및 적용보다는 현상을 관찰을 주된 교육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
이다.
부력, 수압, 대기압 등의 주제는 고학년 지식을 새롭게 배우지 않고도 위에서 언급한 과학적 능력을 훈련할 만한 주제가
다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간단한 도구로 여러 현상을 구현하면서 그로부터 여러 가지 과학적 문제를 설정하기 쉽다
는 점도 고려되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물, 공기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보다 더 과학적 사고 방법과 일상생
활 속에서 당연하다고 보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왜”라는 질문을 하고,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를 익히기를 의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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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차시별 수업지도안
Co

상황 제시

감성적 체험

CD

창의적 설계

학습과정

Tip!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전체 과정의 교육적 의도, 내용 등을 소개한다.
․조편성(3인1조) - 계속 유지
Co

Tip!

1. 질량과 부피 중 부력은 무엇과 관련있는가?

도입(10분)

전체

정의

과

교육적

2. 손가락에 작용하는 힘들의 크기와 방향 표시하기 ?

의도, 내용 등

3. 물 컵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 수면이 올라갈까 ?

을 소개한다.

4. 손가락모양이지만 쇠로 만든 손가락을 넣으면 진짜 손가락일 때보다
더 무거워지는가 ?
Tip!

예상

토

론은 최소 20
분 이상 진행
한다.
CD

시범으로 활동지의 실험 장면을 보여 주면서 결과와 그 이유를 질

문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교사 주도로 예상 토론 진행

실험

및

활동지

작성

시간은

30분

정도

진행한

다.

․실험 도구 받아가기

전개(60분)

Tip!

Tip!

․실험 및 활동지 정리

20분

정

․

도 교사 주도

․실험 결과에 대한 토론

롤 결과를 예
상토론과 같이
진행한다.

․교사가 유사 문제 제시/토론

핵

심 문제를 전
체에게 설명한

․조별로 찾은 탐구 문제 발표

후에는

유사

문제를 제시하
여 다시 생각
하도록 유도한
다.
Tip!

정리(30분)

․실험 도구 정리

반 드 시

학생들이 실험

해결 못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숙제 아님)

도구를 정리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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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활동지(학생용)
모

둠

주

제 물 컵에 손가락을 담그면 더 무거워지는가?

학습목표

이

름

활동일시

년

월

일

교시

유체 속에 있는 물체는 부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부피와 관련 있다는 것을 찾아낸다.

“부력”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아르키메데스” 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
어 졌는지 알아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는 순
간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넘치는 것이 부력의 원리인가요 ?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이 부력의 원리인가요 ?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부력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
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다른 몇 가지 현상을 해결해 봅시다.

1. 물 컵에 손가락을 담그면 더 무거워지는가?

학습 목표
○ 유체 속에 있는 물체는 부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부피와 관련 있다는 것을 찾아낸다.
○ 부력과 중력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현상을 설명한다.
○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진술한다.

준비물
○ 100ml 비커 2개, 윗접시 저울 1개, 물

학습 활동
1. 물이 든 컵 속에 돌을 넣으면 물 컵이 더 무거워 집니다. 이번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손가락을
조금 담그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1-1.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결과를 예측을 말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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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실험하시오.
1-3. 실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시오.

2. 주어진 도구로 실험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1. 물에 잠긴 손가락의 부피는 얼마인가 ?

2-2. 물에 잠긴 부분(손가락)의 질량은 얼마인가?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쓰시오.

3. 실험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스스로 “탐구 문제”를 정하고 해결해 봅시다.
3-1. 이번 수업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3-2. 위 주제에 대한 결론을 쓰시오.

3-3. 결론을 이끌어낸 방법을 쓰시오.

유의 사항
① 실험할 때에는 요구한 대로 하는 것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실험 도구를 구하여 실험하
는 주체적인 태도를 가집시다.
②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실험이나 토론 도중에 생각나는 문
제는 기록해 두었다가 활동지 마지막 문제에서 답으로 기록합시다.
②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고(과제 집
중력) 토론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발표(표현능력)하도록 합시다.

참고 자료
◦http://www-history.mcs.st-and.ac.uk 스코틀랜드 성앤드류 대학교 수학 역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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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수함은 어떤 원리로 뜨거나 가라앉는가?

낚시 가셨던 아버지가 붕어를 잡아오셔서 매운탕 준비를 하시면 가까이 가서 살펴봅시다. 붕어의
배 속에서 창자와 함께 하얀 공기 주머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레인데 물고기가 물 속
에서 자유롭게 물 속에서 오르내리는 비밀이 담겨 있는 기관입니다. 잠수함에도 부레와 같은 역할
을 하는 장치가 있어서 물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물 속에서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잠수함을 만들어 보고 그 원리를 알아봅시다.

학습 목표
○ 페트병 잠수함을 정교하게 제작한다.
○ 수압이 생기는 이유를 안다.
○ 잠수함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진술한다.

준비물
○ 페트병, 고무 밴드, 고무막 또는 고무풍선, 투명한 굵은 빨대, 클립 2개, 라이터, 니퍼, 가위,
수조, 비커

학습 활동
1. 선생님이 만들어 오신 아래 그림과 같은 잠수함을 관찰합시다. 시범을 유심히 보면서 뜨고 가라
앉는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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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원리를 예상하여 쓰시오.

2. 만들고 작동하기
가. 빨대를 5cm 만큼 가위로 자른 후에 한 쪽 끝을 니퍼로 잡고 라이터 불로 녹여서 막는다.
나. 다른 쪽 끝을 위 그림과 같이 자르고, 그 끝에 라이터 불에 달군 클립으로 구멍을 뚫고 클립
을 1개 건다.
다. 물이 담긴 비커에 위에서 만든 잠수함을 가지런히 넣는다. 만약 가라앉으면 너무 무거우므로
클립을 니퍼로 조금 잘라 낸다. 클립을 지나치게 많이 잘라내면 잠수함이 너무 가벼워서 조정할 수
없으므로 클립을 조금씩 잘라내며 자주 물에 담가 보아 간신히 뜨는 정도로 만든다.
라. 4/5 높이로 물이 담긴 페트병에 잠수함을 조심스럽게 넣고 고무풍선 조각으로 입구를 막는다.
마. 고무풍선을 지그시 눌러서 잠수함이 내려가도록 한다.
바. 고무풍선에서 손을 떼었을 때 잠수함이 다시 올라오면 성공이다.
사. 마와 바가 연속적으로 될 때까지 세심하게 제작한다.

3. 제작 과정에 대한 고찰
3-1. 제작과정에서 느낀 제작 방법이나 재료 등에 대한 개선점을 쓰시오.

3-2. 잠수함을 뜨고 가라앉게 하면서 자세히 관찰해 보자. 관찰 결과를 쓰시오.

3-3. 관찰결과에 기초하여 위의 잠수함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3-4. 잠수함이 더 빠르게 오르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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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하기 : 아래와 같이 종잇조각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비커를 수면 아래까지 누르면 종잇조각
은 어떻게 되겠는가 ?

4-1. 그 이유를 쓰시오.

4-2. 실험하고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시오.

5. 창의적으로 문제를 찾아봅시다.
5-1. 이번 수업 내용과 유사한 탐구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5-2. 위 주제에 대한 결론을 쓰시오.

5-3. 결론을 이끌어낸 방법을 쓰시오.

유의 사항
① 니퍼로 클립을 자를 때는 튀면 다칠 수 있으므로 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② 라이터 불로 빨대의 끝을 막을 때와 구멍을 뚫을 때 뜨거우므로 조심합니다. 자신이 없는 경
우에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③ 실험할 때에는 요구한 대로 하는 것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실험 도구를 구하여 실험하
는 주체적인 태도를 가집시다.
④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실험이나 토론 도중에 생각나는 문
제는 기록해 두었다가 활동지 마지막 문제에서 답으로 기록합시다.
⑤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고(과제 집
중력) 토론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발표(표현능력)하도록 합시다.

참고 자료
◦http://www.navy.go.kr/force/force_3_2_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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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에 떠 있는 수수깡은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일까 ?

뉴턴(http://www.reformation.org/newton.html)

과학은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설명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떨어뜨려서 무게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갈릴레이의 일화나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중력
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뉴턴의 일화를 보면 대단한 법칙도 생활 주변의 현상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시간에 한 번 해 봅시다. 수수깡은 가볍기 때문에 물에 잘 떠 있습니다. 수수깡에
힘을 가하면 가볍게 운동합니다. 수수깡의 운동은 어떤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
해 봅시다.

학습 목표
○ 무게 중심의 뜻을 안다.
○ 부력 중심의 뜻을 안다.
○ 평형 상태의 조건을 무게 중심과 부력 중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진술한다.

준비물
○자, 수조, 수수깡, 동전자석3개, 스카치테이프, 물

학습 활동
1. 예상하기1 : 서 있는 수수깡
물이 든 수조에 수수깡을 넣으면 왼쪽 그림과 같이 떠 있습니다. 만약 수수깡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우고 손을 떼면 수수깡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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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왼쪽 그림에서 수수깡은 왜 떠 있는가 ?

1-2. 오른쪽과 같이 수수깡을 수직으로 세운 후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가 ?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예상하기2 : 누워 있는 수수깡
아래와 그림과 같이 가로로 떠 있는 수수깡의 오른쪽 끝을 손가락
으로 눌렀다가 떼면 수수깡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2-1. 수수깡은 어떻게 되는가 ?

2-2.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
시오.

3. 실험하기 : 위의 1과 2를 실험하시오. 실험 결과의 과학적 원리를
토론해 봅시다.

4. 실험하기 : 수수깡(길이 약 14cm)의 한 쪽 끝에 동전자석을 붙이고 물에 넣으면 아래 그림과 같
이 가라앉지 않고 세로로 선채로 떠 있습니다.

4-1. 수수깡에 작용하는 힘과 관련하여 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154 -

2019 STEAM 교사 연구회 :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4-2. 수수깡을 손가락으로 조금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
그 이유를 수수깡에 작용하는 힘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5. 실험하기 : 자석이 붙은 수수깡을 옆으로 밀었다가 손을 떼어 봅
시다.

5-1. 수수깡은 어떻게 되는가 ?

5-2.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그 이유를 설명
하시오.
6. 4와 5의 실험결과에 대하여 조원들, 선생님과 토론하여 과학적 원리를 알아봅시다.

7. 아래는 큰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을 앞에서 본 그림이다. 파도
가 쳐서 기울어져도 다시 바로 선 상태로 돌아온다. 그 원리를 설명하
시오.

8. 창의적으로 문제를 찾아봅시다.
8-1. 이번 수업 내용과 유사한 탐구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8-2. 위 주제에 대한 결론을 쓰시오.

8-3. 결론을 이끌어낸 방법을 쓰시오.

유의 사항
①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실험이나 토론 도중에 생각나는 문
제는 기록해 두었다가 활동지 마지막 문제에서 답으로 기록합시다.
②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고(과제 집
중력) 토론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발표(표현능력)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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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이로 덮은 물은 왜 쏟아지지 않는가 ?
지구상에는 큰 바다가 여러 개 있고, 앞에서 학습한 내
용은 바다에 있는 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공기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기와 물은
액체와 기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흐를 수 있
다는 점에서, 즉 유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번 시간에는 공기의 바다 밑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
험하는 몇 가지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페트병 잠수함을 제작할 때에 수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특히 물을 사용하는 몇 가지 실
험을 하면서 공기의 압력 즉, 기압의 작용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
○ 기압과 관련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기압의 크기를 물과 관련지어서 이해한다.
○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진술한다.

준비물
○물 컵, A4 용지, cd 통, 플라스틱 반찬통 작은 것, 뜨거운 물

학습 활동
1. 예상하기
뜨거운 물을 컵(반찬통)에 담고 컵이 뜨거워질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컵의 물을 쏟고 재빨리 찬
물이 조금 들어 있는 큰 그릇(CD 케이스)에 엎어서 손으로 잠시 동안 세게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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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

1-3.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위 실험을 수행하시오.

2-1. 실험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는가 ?

2-2. 조원들과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토론하여 결론을 쓰시오.

3. 위 실험을 세심하게 수행하여 컵을 들어 올릴 때 큰 그릇이 함께 들리도록 한다.
3-1. 공중에 들린 큰 그릇에 조금씩 물을 부어 봅시다. 대략 얼만의 물을 부을 때까지 큰 그릇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었는가 ?

4. 이상적으로 실험한다면 큰 그릇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부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가?

4-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쓰시오.

4. 예상하기
(가)->(나)와 같이 물이 담긴 컵을 A4 용지로 막은 상태에서 뒤집은 뒤에 손을 떼었을 때의 현상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4-1. (나)에서 물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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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와 같이 옆으로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
그 이유를 예상하여 쓰시오.

5. 위의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시오.

5-1. 실험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는가 ?

5-2. 조원들과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결론을 쓰시오.

7. 조별 창의적 탐구 실험 계획서 작성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수행한 4번의 교육 내용과 관련된 창의적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
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각 시간의 마지막 문제에서 답했던 창의적 문제를 상기하며 조별로 토론
하여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 조장은 잘 정리하여 선생님께 제출하시오. 특히 준비물을 정확히 알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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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이름 :

7-1. 실험 주제 : (한 문장으로 쓰기)

7-2. 준비물 :

7-3. 실험 방법 : (그림으로 실험 장면 표현하기, 실험 순서를 글로 쓰기)

유의 사항
① 물을 사용할 때에 쏟아지더라도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창의적 탐구실험 계획에 대하여 조별로 토론할 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며 들어야 합니다.
③ 창의적 탐구실험은 실험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로 정해야 합니다. 주제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지난 교육 내용을 상기하며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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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별 창의적 탐구 실험 수행 및 발표

[그림] 바다와 하늘 (http://www.badahaneul.com)

물과 공기를 소재로 부력, 수압, 무게중심, 대기압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 탐구 실험을 진행합니다. 탐구 문제는 실험하는 도중에 약간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의 경우에 여러분 학생들은 문제를 바꾸지 못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풀이할 수 있
는 문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수수깡을 물위에 세우고 손을 떼면 넘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과
학적 이론으로 설명하려면 쉽지 않은 것과, 설명했을 때 그때 익힌 과학적 지식은 다른 곳에도 응
용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활동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보아온 것들에 대하여 왜라
는 의문을 가지고 겸손하게 탐구할 때 과학적 능력이 발전하며 과학적 이론을 익히게 되며 중요한
발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지만 정성이 담긴 실험 결과를 기대합니다.

학습 목표
○ 조별로 협동하며 창의적 탐구 실험을 수행한다.
○ 실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다.
○ 다른 조의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반론하고 평가할 수 있다.

준비물
○ 조별로 신청한 준비물

학습 활동
1. 조별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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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보고서를 작성한다.
(

) 조

이름 :

2-1. 실험 주제 :

2-2. 준비물 :

3-3. 실험 방법 : (그림으로 실험 장면 표현하기, 실험 순서를 글로 쓰기)

4-2. 결론 :

3.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발표하고 반론에 대하여 답한다.

유의 사항
① 실험 결과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발표합니다.
② 토론할 때에는 상대방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토론의 목적은 옳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자신의 의견을 근거 없이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
다. 자신의 의견이라도 반론이 들어온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답변합시다.

참고 자료
◦ http://www.badahaneul.com/ 66바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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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활동지(교사용)
1. 물 컵에 손가락을 담그면 더 무거워지는가 ?
첫 시간이므로 전체 과정의 교육적 의도, 내용과 수업 진행 방식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 과정에서는 부
력 등에 대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토론 능력, 문제
발견 능력 등 과학적 탐구 능력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린다.
5개 주제를 알리고 특히 마지막 시간에 진행되는 조별 창의적 탐구실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어진 실험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떠오른 의문에 대하여도 깊이 생각하고 기록해 둘 것을 주지시킨다.
수업 진행 방식은 학생들에게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인데, 기술하자면 수업은 대부분 실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험 전에 반드시 예상하여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학습이 필요한 지점을 진단하고 학생
들에게 주지시킨다. 실험과 전체 활동 후에 반드시 활동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습목표
도달 정도를 점검한다. 핵심적인 학습 목표 한 두 가지는 학생들이 꼭 익힐 수 있도록 강의로라도 마지막에
는 지도해야 하나 활동지에 포함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는 토론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수업을 마치는 것도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3인1조로 조를 나눈다. 과정 전체동안 같이 활동한다.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활동이다. 그 방법은
아래 “지도활동” 첫머리에 제시한다.

학습 목표

학습 내용

․ 유체 속에 있는 물체는 부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부피와 관련 있다는 것을 찾아낸다.
․ 부력과 중력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현상을 설명한다.
․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진술한다.
․단원 소개
․문제상황을 시범으로 보여 주며 질문하여 흥미 유발
․예상하여 과학적 원리 토론하기
․실험/ 과학적 원리 정리/ 탐구할 문제 적기
․전체 토론 및 정리

교사용

․전자저울 조당 1개 ,중간 크기 메스실린더 조당 1개

학생용

․100ml 비커 2개, 윗접시 저울 1개, 물

준비물

중요 질문
1. 질량과 부피 중 부력은 무엇과 관련있는가?
2. 손가락에 작용하는 힘들의 크기와 방향 표시하기 ?
3. 물 컵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 수면이 올라갈까 ?
4. 손가락모양이지만 쇠로 만든 손가락을 넣으면 진짜 손가락일 때보다 더 무거워지는가 ?

지도 활동
예상 토론 전에
본 자료를 사용하는 영재담당교사는 반드시 사전에 실험을 충분히 하고 핵심적인 과학적 원리를 실험과 관련
지어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여건에 맞게 자료를 변형시킨다면 더욱 좋다. 그런데 위 과정을 진행
하였는데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교사에게 적합한 다른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하기 바란다. 교사가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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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토론 방법
예상토론은 탐구할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이다. 문제 상황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
는지 알아내고, 어떤 점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까지 하면 학생들은 이후의 실제 실험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수행하고 그 결과도 더 정확하게 해석
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 20분 길게는 30분까지 진행해도 된다. 학생들은 얼른 실험하여 지식을 하나 더 알
게 되는 것 보다는 깊게 사고하고 남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옳은 결론을 내려
보는 사고 훈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므로 처음 몇 번은 교사가 특정 학생을 지적한다. 학생
주도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글이 많은데, 영재 학생들일지라도 과학적 개념이 부족하고 토론 경험이 부족
하기 때문에 질문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답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서로 동문서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사가 오히려 나중에 학생 주도적인
토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에 따라서는 목소리가 작거나 표현이 서툴러서, 또는 교사만 보면서 대답하여 다른 학생들이 알아듣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학생을 칠판 앞으로 불러내어 전체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의견을 발표하도
록 한다. 그리고 발표 후에도 학생을 바로 들여보내지 말고 칠판 앞에 세워 둔 채로 전체 학생들에게 “무슨
뜻인지 이해 됐어요?”하고 물어본다. 이때 학생들이 이해 안되었다는 반응을 보이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발표 하도록 요구한다. 발표한 학생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체 학생들에게 전달된 후에 들여보낸다. 만
약 학생의 발표 내용을 계속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발표 내용의 요지를 명확히
알아낼 수 있는 질문을 한다. 발표하는 학생의 뜻이 전체 학생들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 학생이 발표를
꺼리게 되고 발표한 학생 자신도 의기소침해 질 것이고, 수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처럼 습관
을 들이면 학생들은 차차 적응한다.
의견이 다른 여러 학생의 발표를 들어서 대비시키도록 한다. 이때 틀린 발표를 할까봐 학생들은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학생이므로 틀릴 수 있다. 지금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 왜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낸 것이므로 이후 실험 결과가 자기 의
견과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이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뜻의 말을 해 준다.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학생이 옳은 답을 하여도 교사는 답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학생들은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때 상반되는 의견들을
칠판에 적어 놓으면 문제지점 즉, 쟁점이 되는 지점이 명확해지므로 좋다.
항상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발표가 서툰 학생, 틀린 답을 하는 학생 등 어떤 학생도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격려하는 말을 한다. 전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발표하도록 돕고 그렇게 했다면
무조건 칭찬해 주어야 한다.
학생의 발표 내용을 교사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중하게 다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교사는 반드시
발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에게 되묻는 것은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이다.
교사가 모르는, 또는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아서 지금 잘 모
르겠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혹시 이것 답 아는 사람?” 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 있는 사람
?”하고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면 좋다. 영재교육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교사도 사
람이므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준비할 때 최선을 다했다면 교육시간에 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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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후 토론
실험을 하여 결과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제부터 과학 공부는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결과를 정확한 과학 용어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를 정확한 과학 용어로 설명하
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에야 그 지식을 이용한 응용의 기초가 마련된 것
이다.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한 유사 문제를 학생들에게 즉석에서 제시하면 학생들은 금방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으므로 흥미로워 한다.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는 예상토론 방법과 마찬가지 토론을
진행한다. 답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답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을 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
할 수도 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수업을 마쳐도 된다. 답을 알려주면 학생들
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답은 하나의 외운 지식에 불과하게 되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운 지식으로는 응용능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고립된 지식으로서 과학 학습에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꺼리(공부꺼리) 하나를 잃어버리는 아까운 순
간이 된 것이다.
1. 물이 든 컵 속에 돌을 넣으면 물 컵이 더 무거워 집니다. 이번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손가락을 조금 담그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1-1.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결과를 예측을 말하시오?
☞ 이 문제는 예상하여 토론하기 부분이므로 학생들이 답을 적는 것보다는 교사주도로 함께 토론에 적극 참
여하여, 대비되는 의견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손가락에 작용하는
힘을 중1에서 학습한 힘의 표시법 즉, 화살표를 이용한 표시법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도록 한다. 말로만 하
면 정확한 의사 전달과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일수록 화
살표로 표시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손가락을 넣은 쪽이 내려간다.
이때 물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손가락의 잠긴 부피만큼 물 무게에 해당한다. 그리고 방향은 연직
위방향이다. 그러면 작용반작용에 따라서 손가락은 물에 부력의 크기만큼의 힘으로 아래 방향으로 힘을 작용
한다. 따라서 양팔저울은 손가락을 담근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1-2. 위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실험하시오.
1-3. 실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시오.
실험을 하면 학생들은 손가락을 담그자마자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은 몇 초도 안 걸린다.
☞손가락을 많이 담글수록 양팔저울은 많이 기울어진다. 이것은 나중에 가볍게 물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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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어진 도구로 실험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1. 물에 잠긴 손가락의 부피는 얼마인가 ?
학생들에게 주어진 실험도구는 100ml 비커 2개, 윗접시 저울 1개, 물이다. 물1ml 는 1 cm 3 이므로 기울어진
쪽의 질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분동을 올려놓아 평형이 되게 만들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동이 없다면
알 수 없다. 또는 전자저울(용수철저울)을 이용하면 늘어난 질량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부피를 알 수 있다.
☞학생이 요구하면 분동이나 전자저울을 준다. 여건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알아내는 방법만 알아내도록 해도
된다.
2-2. 물에 잠긴 부분(손가락)의 질량은 얼마인가 ? 알 수 없다.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쓰시오.
손가락의 밀도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런데 사람의 평균 밀도가 약 1에 가까운 것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구하는 학생이 있다면 칭찬해 준다.
☞ 학생들은 항상 답이 있는 문제만 풀어왔다. 영재교육이므로 위와 같이 불가능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구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학생이 정답이다.

3. 실험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스스로 “탐구 문제”를 정하고 해결해 봅시다.
3-1. 이번 수업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예) 손가락과 같은 모양인 쇠로 만든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을 넣었을 때와 어떻게 다를까 ?

3-2. 위 주제에 대한 결론을 쓰시오.
똑같다. 잠긴 부피가 같다면 부력의 크기가 같고 따라서 반작용에 의해 무거워지는 정도가 같기 때문이다.
3-3. 결론을 이끌어낸 방법을 쓰시오.
사고 실험을 통해서
또는 같은 모양인 쇠막대와 알루미늄막대를 같은 길이만큼 넣어 보았더니 기울어지는 정도가 같았다.
☞ 학생들이 활동지를 완성한 후 정리 토론을 반드시 진행하여 실험 결과를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는지 확
인한다. 시간이 남는다면 응용문제로서 “물이 담긴 컵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 수면이 올라갈까?”, 또는 배
가 쇠로된 닻을 바다에 던지면 수면이 올라갈까 ?“ 등의 적용문제를 내고 "예상 토론하기” 방식으로 진행
하면 좋다. 전자는 얼음에 작용하는 부력 즉, 얼음이 밀어낸 물의 무게(얼음에 작용하는 부력)는 얼음의
무게와 같다.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므로 밀어낸 물 부피만큼의 물이 되므로 수면은 그대로이다.
쇠닻을 던지면 수면이 내려간다. 쇠닻이 배에 있을 때는 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큰 부력이 필요하다. 즉
많은 부피의 물이 밀어나서 수면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런데 쇠닻이 바다에 가라앉으면 배에 작용해야
하는 부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는 올라가고 수면은 내려온다. 가라앉은 닻은 이제 그 부피만큼의 물만
밀어내고 있다. 따라서 수면은 처음보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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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수함은 어떤 원리로 뜨거나 가라앉는가?
간이 잠수함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자세히 관찰하게 하여 수압에 따라 공기주머니의 크기다 달라지고 그
에 따라서 부력이 달라져서 오르내리는 원리를 탐구한다. 제작 과정에서 라이터와 니퍼를 사용하므로 학생들
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클립을 걸기 위해서 빨대에 구멍을 뚫기 위해 다른 클립 하나를 펴서 라이
터로 달구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열을 잘 전달하므로 손으로 클립을 잡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니퍼로 잡도록 주의를 준다.
잠수함 만들기는 초등학교 6-2학기 과학 교과서에 나온다. 그런데 제작 과정상 뜨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
다. 이번 활동에서는 니퍼를 이용하여 클립을 자르면서 중력의 크기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
이 어렵지 않게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2003년에 중2학년 영재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활동을 실시
하였는데 대단히 흥미로워 하였으므로 과정에 포함시켰다. 의외로 영재 학생들이었지만 그 원리를 알지 못하
고 있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
들을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풀어가는 과정도 흥미롭다.

학습 목표

․ 페트병 잠수함을 정교하게 제작한다.
․ 수압이 생기는 이유를 안다.
․ 잠수함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진술한다.

학습 내용

교사용
준비물
학생용

․단원 소개
․페트병 잠수함을 시범으로 보여 주며 질문하여 흥미 유발
․예상하여 잠수함이 뜨고 가라앉는 과학적 원리 토론하기
․제작하기 / 관찰하기 / 원리 알아내기/ 탐구할 문제 적기
․전체 토론 및 정리
․완성된 페트병 잠수함 1개
․뚜껑 있는 페트병, 고무 밴드, 고무막 또는 고무풍선, 투명한 굵
은 빨대, 클립 2개, 라이터, 니퍼, 가위, 수조, 비커

중요 질문
1. 수압은 무엇과 관련있는가 ?
2. 페트병 잠수함이 뜨고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인가 ?
3. 수면이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
4. 내려간 수면 위치에서 수압은 어떠한가 ?

지도 활동
☞ 풍선과 고무줄을 이용해서 막았는데 페트병 뚜껑으로 막고 페트병을 손으로 눌러도 실험이 잘 된다. 상황
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제작 과정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제작하여 작동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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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물 : 클립은 2개 필요하다

2. 투명한 빨대를 5cm 정도 자른다

자른 빨대의 모습
3. 오른쪽 그림같이 빨대를 자른다

빨대
4. 라이터를 이용하여 한쪽 끝 막기

5. 클립 가열하기

6. 가열한 클립으로 빨대에 구멍 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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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넣었을 때 간신히 떠 있는 잠수함
7. 빨대를 수조에 띄워 본다. 가라앉아서...

9. 손으로 눌러서 가라앉는 잠수함

10. 완전히 가라앉은 잠수함

11. 손에 힘을 빼자 올라오는 잠수함

1. 선생님이 만들어 오신 아래 그림과 같은 잠수함을 관찰합시다. 시범을 유심히 보면서 뜨고 가라앉는 원
리를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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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원리를 예상하여 쓰시오.
☞ 한쪽이 막힌 빨대(잠수함)에 공기가 있다. 손으로 누르면 페트병 속의 공기가 압축되어 압력이 커지고, 공
기의 압력이 물을 눌러서 수압이 커진다. 그러면 물 속에 있는 잠수함의 공기 덩어리가 수압에 의해 눌려
서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면 잠수함에 작용하는 부력이 작아져서 잠수함이 가라앉는다.
학생들은 멀리서 관찰하기 때문에 잠수함 속의 공기덩어리를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원리는 단
순한 편이므로 예상 토론을 5분 정도로 짧게 끝낼 수도 있다. 제작하여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학생들에게
는 흥미롭고, 제작하여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관찰하여 원리를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교사가 만들어온 페트병 잠수함을 잘 보여주어 학생들이 따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라이터를
켜기 겁내하는 학생이 있다면 도와준다.
2. 만들고 작동하기
가. 빨대를 5cm 만큼 가위로 자른 후에 한 쪽 끝을 니퍼로 잡고 라이터 불로 녹여서 막는다.
나. 다른 쪽 끝을 위 그림과 같이 자르고, 그 끝에 라이터 불에 달군 클립으로 구멍을 뚫고 클립을 1개 건다.
다. 물이 담긴 비커에 위에서 만든 잠수함을 가지런히 넣는다. 만약 가라앉으면 너무 무거우므로 클립을 니퍼로
조금 잘라 낸다. 클립을 지나치게 많이 잘라내면 잠수함이 너무 가벼워서 조정할 수 없으므로 클립을 조금
씩 잘라내며 자주 물에 담가 보아 간신히 뜨는 정도로 만든다.
라. 4/5 높이로 물이 담긴 페트병에 잠수함을 조심스럽게 넣고 고무풍선 조각으로 입구를 막는다.
마. 고무풍선을 지그시 눌러서 잠수함이 내려가도록 한다.
바. 고무풍선에서 손을 떼었을 때 잠수함이 다시 올라오면 성공이다.
사. 마와 바가 연속적으로 될 때까지 세심하게 제작한다.
3. 제작 과정에 대한 고찰
3-1. 제작과정에서 느낀 제작 방법이나 재료 등에 대한 개선점을 쓰시오.
페트병 안의 잠수함이 너무 가벼워서 꺼낼 때 효과적인 방법 : 페트병의 물을 버리면서 꺼내려면 물을 다 버
려야 한다. 그런데 페트병에 오히려 물을 넣으면 잠수함이 금방 떠오르므로 쉽게 꺼낼 수 있다.
3-2. 잠수함을 뜨고 가라앉게 하면서 자세히 관찰해 보자. 관찰 결과를 쓰시오.
페트병을 누르면 잠수함이 움직이기 전에 잠수함의 공기주머니가 작아진다. 그 이후에 잠수함이 내려간다.
페트병에서 손을 떼면 마찬가지로 공기주머니가 순간적으로 커지고 그 후에 잠수함이 올라온다.
3-3. 관찰결과에 기초하여 위의 잠수함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페트병을 누르면 페트병 내부의 공기가 압축되어 기압이 커지고, 고압의 공기에 의해 물이 눌려서 같은 깊
이에서도 수압이 커진다. 따라서 잠수함 속 공기는 높아진 수압 때문에 눌려서 수압이 더 작아진다. 따라서
부력이 작아져서 아래로 내려간다. 페트병에서 손을 떼면 반대로 수압이 작아지므로 잠수함 공기 주머니가
커져서 위방향으로 향하는 부력이 커져서 잠수함이 떠오르는 것이다.

3-4. 잠수함이 더 빠르게 오르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
빨대를 더 길게 잘라서 공기주머니가 더 큰 잠수함을 만들고 페트병을 더 세게 누른다. 페트병을 누르면서
잠수함을 관찰한 결과 누르는 순간 잠수함의 공기 주머니 크기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공기
주머니가 더 크면 누를 때 공기 주머니 크기다 더 많이 변할 것이다. 따라서 부력이 갑자기 크게 작아지므
로 잠수함이 더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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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하기 : 아래와 같이 종잇조각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비커를 수면 아래까지 누르면 종잇조각은 어떻게 되겠
는가 ?

종잇조각이 내려간다.
4-1. 그 이유를 쓰시오.
비커 속에 공기가 있으므로 물이 올라오지 못한다.
☞ 아래 4의 실험 장면

비커를 누르면 종이가 수면 아래 높이로 내려간다

☞ 이때 교사는 수압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세심하게 관찰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비커 입구의 수면은 수조의 수면보다 낮은데 그렇다면 비키 입구 부근의 수압은 수조의 수면 부근 수압과 비
교할 때 어떤가 ?” 답은 더 크다 이다. 즉, 비키 입구 높이에서 비커 입구부근의 수압과 같은 높이의 수조 물
수압의 크기가 같다. 비커 입구 부근을 자세히 관찰하면 물이 비커입구보다 조금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다.
수조 수면 부근의 수압보다 크기 때문에 비커 속의 공기가 수압에 의해 약간 압축되었고, 따라서 비커 입구
에서 수면은 비커 입구 높이보다 약간 더 높아졌다.
또한 “만약 5m 깊이까지 비커를 누른다면 어떻게 비커 속 수면은 어떻게 될까 ?”를 물을 수 있다. 비커 아랫
부분에서 비커 높이의 1/3 높이까지 수면이 올라올 것이다. 물기둥 10m의 무게가 대기압(지표면 부근의 기
압, 1기압)과 같으므로 5m 깊이로 들어가면 1.5기압이 되므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공기 부피는 1/1.5 = 2/3로 줄어든다. 따라서 비커 입구에서 비커 높이의 1/3 정도만큼 올라온 곳에
수면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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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하고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시오.
4-1의 해답 참고
5. 창의적으로 문제를 찾아봅시다.
5-1. 이번 수업 내용과 유사한 탐구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예시) 더 긴 빨대로 잠수함을 만들면 어떻게 달라질까 ?
5-2. 위 주제에 대한 결론을 쓰시오.
같은 힘을 작용했다가 뗄 때에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5-3. 결론을 이끌어낸 방법을 쓰시오.
잠수함의 공기주머니가 더 커지므로 수압 변화에 따라서 공기주머니 부피 변화가 더 커지므로 따라서 부력
변화가 더 심해서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 과정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이 설정한 창의적 문제에 대하여 자주 검토하기 바란다. 주어진 문제보다 스스
로 궁금한 점을 문제로 만들고 풀어가는 습관을 길러주므로 의미가 크다.

3. 물에 떠 있는 수수깡은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일까 ?
물에 떠 있는 수수깡의 운동에 대하여 학습한다. 수수깡을 물에 세로로 세워 놓으면 왜 넘어질까 ? 가로로
떠 있는 수수깡의 한쪽 끝을 손가락으로 누르다가 놓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 학생들
은 경험적으로 답을 알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모두 알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중력의 법칙을 찾아냈다는
뉴턴의 경우와 같이 아주 일상적인 현상 속에도 흥미로운 과학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할 것이
다.
핵심 원리는 중력 중심과 부력 중심이다. 이를 이용하여 위 현상과 더불어 수수깡에 자석을 매달아 물 중
간쯤에 세로로 띄운 상태에서 기울이거나 눌렀을 때 진동하는 운동(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
다!)도 설명한다. 답을 알고 나면 단순하지만 학생들은 알고 있었고, 실험을 통하여 눈으로도 관찰되는 현상
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집중할 것이다.
학생들이 깊이 생각하며 의견을 표현하면서 답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준비물

교사용
학생용

․ 무게 중심의 뜻을 안다.
․ 부력 중심의 뜻을 안다.
․ 평형 상태의 조건을 무게 중심과 부력 중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진술한다.
․문제상황(수수깡을 물에 띄운 모습)을 시범으로 보여 주며 질문하여 흥미
유발
․예상하여 과학적 원리 토론하기
․실험/ 과학적 원리 정리/ 탐구할 문제 적기
․전체 토론 및 정리
․없음
․자, 수조, 수수깡, 동전자석(또는 네오디뮴)1개, 스카치테이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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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질문
1. 세워 놓은 수수깡은 왜 넘어지는가 ?
2. 가로로 떠 있는 수수깡을 눌렀다가 놓으면 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가 ?
3. 자석 달린 수수깡은 운동하다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
4.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의 정확한 뜻은 ?

지도 활동
☞ 준비물 :

가운데 작은 자석은 네오디뮴 자석(지름 9mm, 두께 5mm)이다. 수수깡을 물에 세로로 띄우기 위해서 수수
깡에 붙이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적당히 무거운 것이면 되며, 자석이 아니어도 된다. 위 자석은 수수깡(8mm)
과 지름이 비슷하여 적당하였다. 네오디뮴 자석은 과학교구상에 연락하면 원하는 크기로 구할 수 있으며, 가
격은 개당 1000원 이하이다.
☞ 실험1과 2를 예상하도록 하고 의견을 발표시킨다. 학생들은 알긴 아는데 답답해 할 것이다. 교사주도 토
론을 통하여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토론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알던 문
제를 헷갈려 하기도 할 것이다. 10분 이상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원인을 설명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수수깡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이해를 위한 기초이다. 말로만 부력과 중력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며 화살표로 표시할 때 학생
의 의견이 옳은지, 어느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
1. 예상하기1 : 서 있는 수수깡
물이 든 수조에 수수깡을 넣으면 왼쪽 그림과 같이 떠 있습니다. 만약 수수깡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우
고 손을 떼면 수수깡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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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왼쪽 그림에서 수수깡은 왜 떠 있는가 ?
수수깡에는 부력과 중력이 작용하는데 위와 같은 만큼 잠겨있을 때의 부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
문.

만약 수수깡이 조금 더 깊게 잠겨있다면 부력이 더 커져서 수수깡은 위쪽으로 움직인다. 조금 저 얕게 잠겨
있다면 부력이 더 작아서 수수깡은 아래로 움직인다.
1-2. 오른쪽과 같이 수수깡을 수직으로 세운 후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가 ?
넘어진다.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정확하게 수직으로 세운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부력과 중력이 작용하므로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
로 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이 흔들리고 수직으로 세워 놓기도 힘들기 때문에 수수깡은 조금이라도 기울어진다. 만약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면 아래 그림과 같이 힘을 받으므로 오른쪽으로 넘어진다.

☞ 중력의 작용점은 수수깡의 중심(점 지점)인데 부력 표시 화살표와 겹치기 때문에 옆에 그렸으니 주의 바
란다.
부력은 부력중심(잠긴 부분 중 기하학적 중심)에 작용하므로 작용점을 아래쪽에 그렸다. 1-1의 답으로 그린
그림도 그렇다면 부력의 작용점을 중력의 작용점보다 약간 아래쪽에 그려야 한다. 그런데 그림이 복잡해지므
로 대략 그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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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하기2 : 누워 있는 수수깡
아래와 그림과 같이 가로로 떠 있는 수수깡의 오른쪽 끝을 손가락으로 눌렀다가 떼면 수수깡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2-1. 수수깡은 어떻게 되는가 ?
처음 상태인 수평으로 돌아온다.
2-2.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손가락을 떼는 순간 수수깡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 그림과 같으므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물론 몇 번 흔들리다가 처음과 같이 수평인 상태로 멈춘다.

3. 실험하기 : 위의 1과 2를 실험하시오. 실험 결과의 과학적 원리를 토론해 봅시다.
☞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교사주도 토론을 하는데, 이때에 학생들이 무게중심(중력중심)과 부력중심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사가 알려 주어 다음에 할 실험4,5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
력중심은 기하학적인 중심에 있고, 무게중심은 균일한 물체에서는 기하학적인 중심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밀도가 큰 쪽에 기울어져 있다.
무게중심 :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효과는, 물체의 특정한 한 점에 중력이 작용할 때의 효과와
같을 수 있다. 이 지점을 무게중심이라 한다. (참고자료 참조 바람)

4. 실험하기 : 수수깡(길이 약 14cm)의 한 쪽 끝에 동전자석을 붙이고 물에 넣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가라
앉지 않고 세로로 선채로 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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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수깡에 작용하는 힘과 관련하여 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그림과 같이 부력과 중력이 각각 부력중심과 무게중심에 작용하는데 이들이 일직선상에 있으므로 평형을
이루어 그 상태에서 떠 있다.
4-2. 수수깡을 손가락으로 조금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
그 이유를 수수깡에 작용하는 힘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아래 그림과 같이 부력은 더 커지는데 중력은 그대로이므로 위로 떠오른다. 처음 상태보다 더 높이 떠오르면
중력이 더 커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반복하다 물의 저항에 의해서 결국은 처음 높이에서 멈춘다.

5. 실험하기 : 자석이 붙은 수수깡을 옆으로 밀었다가 손을 떼어 봅시다.

5-1. 수수깡은 어떻게 되는가 ?
좌우로 흔들리다가 결국은 처음 높이에 수직으로 멈춘다.
5-2.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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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부력과 중력이 일직선에서 어긋나서 작용하므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수직을 지나면 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물의 저항에 의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은 수직인 상태에서 멈춘다.
6. 4와 5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조원들, 선생님과 토론하여 과학적 원리를 알아

봅시다.

☞ 학생들을 발표시킨다. 중력중심과 부력 중심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면서 발표하도록 해야 학생
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답을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5만 설
명해주고 6은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학생들 스스로 나머지 문제는 생각하도록 남겨준다.
7. 아래는 큰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을 앞에서 본 그림이다. 파도가 쳐서 기

울어져도 다시 바로 선 상태로

돌아온다. 그 원리를 설명하시오.

배의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 같다. 만약 아래와 같이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힘을 표시
하면 바로서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 원리로 배는 안정하게 항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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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의적으로 문제를 찾아봅시다.
8-1. 이번 수업 내용과 유사한 탐구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외줄에서 안 넘어지는 아래와 같은 장난감의 원리는 무엇인가 ?

http://ipcp.edunet4u.net/~invent/program/data/p14.hwp
8-2. 위 주제에 대한 결론을 쓰시오.
8-3. 결론을 이끌어낸 방법을 쓰시오.
이번 실험과 같이 장난감에는 무게중심에서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받침점에서 위 방향으로 받치는
힘이 작용한다. 조금 기울어졌을 때 힘을 그려보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기 때
문에 안 넘어진다.
☞ 학생들에게 시간이 되면 이 문제를 토론 꺼리로 주어도 좋다.
참고자료 :
무게중심 [ center of gravity ]
요약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 합력(合力)의 작용점.
본문
중심(重心)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대칭의 중심을 가진 원 ·직사각형 ·구 ·정다면체 등의 무게중심은 그 대
칭의 중심에 있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中線)이 만나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물체의 무게와 같은 힘
으로 그 무게중심을 받쳐주면 물체는 수평으로 평형을 이룬다. 또,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은
항상 무게중심을 지나 작용하므로 물체의 한 점을 실에 매어 공중에 매달면 무게중심은 반드시 매단 점에서
아래로 그은 연직선 위에 오게 되어 물체가 정지한다. 따라서 물체의 무게중심은 각각 다른 점에서 매달았을
때의 연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으로 구할 수 있다.
무게중심은 물체를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무게중심이 높은 곳에 있을수록 물체는 놓임새가
불안정하며, 무게중심에서 그은 연직선이 물체가 놓인 바닥에서 벗어나면 물체는 쓰러진다. 즉, 무게중심이
낮고, 어떤 방향으로 기울이더라도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도록 놓인 물체의 경우는 기울였던 물체에서 손을
떼었을 때 무게중심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잘 쓰러지지 않지만 기울이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도
록 놓인 물체는 조금만 기울여도 쓰러진다.
http://100.naver.com/100.php?id=64204&cid=AD1073625593
참고 사이트 : 네이버백과사전 215&adfl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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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이로 덮은 물은 왜 쏟아지지 않는가 ?
물은 유체라는 점에서 공기와 유사하다. 또한 “사람은 공기의 바다 밑바닥에서 살고 있다”는 말도 있다. 2
차시에 잠수함을 제작하면서 수압에 대하여 학습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기압에 대하여 물과 관련지어 학
습한다. 수증기로 가득 찬 컵이 식으면서 기압이 낮아질 때 큰 컵을 들어 올리는 실험과 물 컵을 종이로 막
고 엎었을 때 물이 쏟아지지 않는 실험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도록 한다. 대기압의 작용
과 그 크기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간단한 실험 도구를 사용하므로 진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물
을 사용할 때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각 차시 마지막에 확인했던 창의적 탐구 문제 찾기 활동을 상기시키며 조별로 창의적
탐구 문제를 선정하도록 하는데, 다음 차시에 탐구할 주제와 준비물, 실험 설계를 적도록 한다. 스스로 문제
를 설정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무척 생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학습 경험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
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을 돌이켜 보면서 유사한 문제를 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획서를 수합하여
각 조가 요청한 실험 준비물을 살펴본다. 준비물은 교사가 준비하는데 만약 준비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학
생들에게 알려서 계획서를 수정하도록 지도한다.

학습 목표

․ 기압과 관련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기압의 크기를 물과 관련지어서 이해한다.
․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진술한다.

학습 내용

준비물

․실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대기압이 존재함을 안다.
․대기압의 크기를 물과 관련지어 알아본다.
․조별 탐구 계획서를 작성한다.

교사용

․없음

학생용

․물 컵, A4 용지, cd 통, 플라스틱 반찬통 작은 것, 뜨거운 물

중요 질문
1. 대기압이란 무엇인가 ?
2. 대기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3. 대기압의 크기는 얼마인가 ?
4. 대기압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

지도 활동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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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험에서는 투명한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이 필요한데, CD 통과 작은 반찬통이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밀착이 잘 된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필요하므로 커피포트나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투명한 물 컵과 A4용지가 필요하다.
☞ 도입
1. 실험과정(다음 그림 과정)까지 보여주고 결과와 과학적 원리에 대한 예상 토론을 진행한다.

CD 통에는 찬물이 바닥에 깔릴 정도로 들어있다. 작은 그릇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기다린다. 그릇이 뜨거워
지면 재빨리 물을 버리고 오른쪽과 같이 CD통에 엎고 세게 누르고 약 1분 정도 기다린다.

2. 아래와 같이 A4용지를 두 번 잘라 1/4크기로 만든 후에 물이 든 컵을 덮는다. 뒤집고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하면서 결과와 원리에 대한 토론을 유도한다.

1. 예상하기
뜨거운 물을 컵(반찬통)에 담고 컵이 뜨거워질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컵의 물을 쏟고 재빨리 찬물이 조
금 들어 있는 큰 그릇(CD 케이스)에 엎어서 손으로 1분 동안 세게 누른 후에 컵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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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
CD통이 함께 붙어서 올라온다.
1-3.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뜨거운 물을 버린 컵 속에는 수증기가 많이 있었다. CD통에 거꾸로 누르고 있는 동안 이
수증기가 식어서 물방울로 변하면 컵 안의 기압이 낮아진다. 따라서 컵의 밑면에서 위로
작용하는 대기압이 컵 속 공기에 의해 밑면에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보다 크기 때
문에 CD통이 컵에 붙어서 올라온다.
☞ 학생들은 예상하기 문제에 답을 쓰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예상 토론하기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것이 더 좋다.

교사는 예상토론 시간동안 학생들의 여러 의견을 발표 시키고 그에 대한 의

견을 발표시킨다. 학생들이 학습 목표 및 실험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단계이므로 결론을 알려주면 안
된다.
2. 위 실험을 수행하시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뜨거운 물에 다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실험이 잘 안되는 조는 적절히 도
와준다.

2-1. 실험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는가 ?
2-2. 조원들과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토론하여 결론을 쓰시오.
실험 결과를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기 위해 조별로 토론한다.
3. 위 실험을 세심하게 수행하여 컵을 들어 올릴 때 큰 그릇이 함께 들리도록 한다.

3-1. 공중에 들린 큰 그릇에 조금씩 물을 부어 봅시다. 대략 얼만의 물을 부을 때까지 큰 그릇이 떨어지
지 않고 버티었는가 ?

- 180 -

2019 STEAM 교사 연구회 : 계절변화와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실험한 경우에는 약 1.5cm 높이로 물이 찼을 때 떨어졌다.
☞ 그러나 얼마나 세심하게 실험하는가에 따라서 더 많은 물까지 버틸 수 있다. 가장 많은 물 담기 시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이상적으로 실험한다면 큰 그릇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부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가 ?
4-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쓰시오.
가정1. CD통 바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컵 입구에 의해 가린 부분(a)과 그 바깥 부분(b)이다. 문제
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부분의 면적이 같다고 하자.
가정2.

컵 속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여 기압이 낮아지는데, 이상적으로 컵 속은 완전 진공이라고 가정

하자.

가정 3. CD통과 컵은 위쪽으로 10m이상 길다고 하자.
a 면의 위쪽은 진공이므로 아래쪽에서 위 방향으로만 대기압이 작용하는데, 지표면 근처이므로 약 1기압인
데, 이것은 밑넓이가 같은 물기둥 10m에 의한 무게를 버틸 수 있다. 그런데 면적 a=b 이므로 위 3가지 가
정에 따르면, 약 10m 높이까지 물을 부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컵 속이 진공이 아닐 것이다. 또한 면적 a와 b가 같지 않다. 그러므로 10m 까지 견디지
는 못할 것이다. 면적은 측정하면 되므로 컵 속의 기압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예상하는데 중요한 요
소이다.
4. 예상하기
(가)->(나)와 같이 물이 담긴 컵을 A4 용지로 막은 상태에서 뒤집은 뒤에 손을 떼었을 때의 현상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4-1. (나)에서 물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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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는 위방향으로 대기압이 작용하고 아래 방향으로는 컵 속 공기에 의한 압력과
물 무게에 의한 압력이 작용한다. 이 둘의 크기가 같으므로 평형이 이루어져서 종이가 그 올라가거나 내려
오지 않고 정지해 있다.
만약 물이 내려오면 컵 속 공기의 압력이 작아져서 위 방향으로 대기압이 커지므로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
☞ 위로 향하는 대기압이 아래로 향하는 압력보다 더 크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더 크다면
종이는 위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4-3. (다)와 같이 옆으로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
그 이유를 예상하여 쓰시오.
아래 그림과 같이 물은 쏟아지지 않는다.

컵 안에는 물과 공기가 있다. 진공이 아니다. 공기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다. 왜냐면 처음에 컵을 A4용지로
덮을 때 1기압인 공기도 함께 덮혔기 때문이다. 옆으로 세우면 종이의 위쪽 반은 양면이 공기와 접한다. 아
래쪽은 컵 안의 물, 바깥의 공기와 접한다. 위쪽 반은 양 쪽에서 같은 1기압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다. 아래쪽에서 물이 흘러 나가려하면 위쪽에 있던 공기의 기압이 낮아지고 따라서 외부로부터 대기압이 밀
기 때문에 물은 흘러나가지 못한다. 결국은 4-1의 이유와 같다.

☞ 컵 속은 진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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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의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시오.
5-1. 실험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는가 ?
5-2. 조원들과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결론을 쓰시오.
☞ 이 실험에 대하여는 많은 탐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모양의 컵일 때 실험이 잘 되는가 ? 알코
올이나 수은을 넣고 실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
물의 양을 달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 5차시에 진행할 조별 탐구문제를 설정하지 못하는 조가 있으면 이
문제들 중 한 가지를 해결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
7. 조별 창의적 탐구 실험 계획서 작성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수행한 4번의 교육 내용과 관련된 창의적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
하고자 합니다. 각 시간의 마지막 문제에서 답했던 창의적 문제를 상기하며 조별로 토론하여 다음 내용을 작
성하여 제출하시오.
(※ 조장은 잘 정리하여 선생님께 제출하시오. 특히 준비물을 정확히 알리시오)
(
) 조
이름 :
7-1. 실험 주제 : (한 문장으로 쓰기)

7-2. 준비물 :

7-3. 실험 방법 : (그림으로 실험 장면 표현하기, 실험 순서를 글로 쓰기)

☞ 학생들에게 최소한 30분의 시간은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앞의 실험 시간을 조금 짧게 가지고, 부족한 과
학적 설명은 조별 탐구 주제로 설정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정한 주제를 미리 검토해 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다시 정하도록 지도한다. 준비할 수 없
는 준비물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정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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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별 창의적 탐구 실험 수행 및 발표
조별로 계획한 탐구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험 주제를 바꿀 수도 있
다. 물론 실험 도구를 구할 수 있는 실험이어야 한다. 1시간동안 실험, 결과해석,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는데
진행 속도에 따라서는 약간의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후 발표 및 토론 과정을 간략하게
진행한다.
스스로 실험 주제를 정하고 설계하여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과학 연구의 기본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학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다. 모든 조가 한 가지 탐구 결과를 발표
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적절히 돕는다. 주제를 정하지 못하는 조의 경우에는 교사가 미리 생각해둔
주제를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차선책이지만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몇 가지 주제를 미리 생각
해 두어야 한다.
발표하고 반론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과학 연구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므
로 각 과정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학습 목표

․조별로 협동하며 창의적 탐구 실험을 수행한다.
○ 실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다.
○ 다른 조의 발표에 대하여 이해하고 반론하고 평가할 수 있다.

학습 내용

․조별 탐구 실험을 수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다른 조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반론하고 평가한다.

준비물

교사용

․없음

학생용

․조별로 신청한 준비물

중요 질문
1. 탐구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가 ?
2. 좋은 발표란 무엇인가 ?
3. 좋은 발론이란 무엇인가 ?
4. 좋은 평가란 무엇인가 ?

지도 활동
1. 조별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2. 다음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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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이름 :

2-1. 실험 주제 :

2-2. 준비물 :

3-3. 실험 방법 : (그림으로 실험 장면 표현하기, 실험 순서를 글로 쓰기)

4-2. 결론 :

3.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발표하고 반론에 대하여 답한다.
☞ 탐구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조를 대비해서 교사는 몇 개의 탐구 주제를 준비해 온다.
☞ 조가 지나치게 많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발표를 자원하는 조와 발표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조만 발
표하도록 한다.
☞ 지식을 하나 더 배우기보다는 주변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왜” 라는 질문을 하
고, 탐구하려는 습관과 흥미를 기르려는 것이 본 과정의 의도였다. 조별 탐구와 발표로 진행되는 이번
시간에도 위와 같은 과정의 의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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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부력의 원리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 탐구 실험 보고서를
잘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발표 및 반론 등에 대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다.

중

부력의 원리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 탐구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

부력의 원리를 잘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

평가방법

평가도구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 학 습 주 제 :
☆ 자기 평가 시행 학생 :
평가방법

평가

평가

영역

평가기준

요소

3점

지식의 이해도

나는 부력의 과학적 지식을 잘 이해하였다.

스팀 수업 흥미도

나는 부력에 대한 스팀 수업이 흥미로왔다

활동 참여의 태도

나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평가척도
2점 1점

융합
자기평가
배려

합 계
특징 기록 :

☆ 학 습 주 제 :
☆ 평가 시행 학생 :
★ 평 정 척 도 : 매우 우수 :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평가대상학생
평가
평가
가○○
나○○
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영역
요소
평가 척도

모둠 내
동료평가

소통
배려

책임감
협력
배려

자신이 맡은 자료 수집에 책임을 다함
자료 정리와 발표 준비에 협력적임
모둠 활동에서 친구들을 배려함
합 계

특징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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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척도

라○○
평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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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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