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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은 2009 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에 가

입하고 세계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 주는 나라'가 되었으며,
2010년 G20정상회의의 개최로 국제적 위
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
고 있습니다. 특히 뚜렷한 천연자원이나 물적 자본의 절대적 부
족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자산을 가지
고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제사
회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
바마 미 대통령의 한국교원에 대한 칭찬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를 대
한민국 경주에서 개최하고 아시아 태평양 역내 지식정보격차해
소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 미국 중
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우수한 교육적 성취
를 언급하고, 특히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사에 대해 깊은 관
심을 보이며 교사교류 사업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교과부는 한
국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화 등 학
교환경의 글로벌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2011년 2월

‘우수교원해외진출지원 5개년 계획’ 및 7월 ‘ 글로벌교원양성 및
교류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우수교사 예비교사 해외진출 지원
사업,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사업, 교원양성기관의 글로벌화 지
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P.Drucker는 지식기반시대의 국가경쟁력
은 새로운 기술 창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창
출은 교육과 과학기술 경쟁력에 그 성패가 달려있으며, 학교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는 과거 한국을 부강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우수한 ‘인력’의
양성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과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과
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과부는 지난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CERN 교사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데 이어, 금년에도 『우수 중
등교원 국제연구기관 연수사업』을 실시하여 국내 우수 중등 과
학교사 30 명을 대상으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세계적인 연구현장을 체험하고 글로벌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가 교사들은 동 연수
에서 체득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캠프를 열어 국내 중

고등학생에게 CERN, NASA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내 교사들에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연수 성과확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사들의 소중한 연수성과를 전국의 많은 선생님과 공유하고
학교현장의 과학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전자책을 발간하게
된 바, 관심있는 분들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 도교육청 및 한국
과학창의재단과 협력하여 국내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CERN
NASA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연구기관에서의 전문 연수를 추진
해 나갈 계획인 바, 국내 많은 선생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2.12.6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 격려사
우선 중등교사 국제연구기관 연수를 훌륭히
마치고 돌아와서 그 경험을 모아 연수체험기를
내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은 중등교사 국제연구기관 연수 사
업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사업
을 주관하면서, 파견기관을 2개로 늘리고 국내
사전연수와 글로벌 체험 캠프를 개최하는 등 보다 발전된 사업이 되도
록 노력하였습니다.
발간된 연수체험기에는 중등교사 국제연구기관 연수에서 선생님들
께서 연수 받은 내용, 소감, 개발한 교육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교원들에게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또 내년에 연수에 참여할 선생님들에
게는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수 성과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바쁜 학교생활에서도 귀중한
원고를 보내오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의 글로벌 미래인재육성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12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강혜련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날짜

1일차 7.29(일)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7.30(월)
7.31(화)
8.01(수)
8.02(목)

6일차 8.03(금)

7일차 8.04(토)

시간
08:00
10:30
11:10

주 요 일 정
한국 인천공항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인천->애틀란타)
애틀란타 도착 후 헌츠빌로 이동

15:00

헌츠빌 우주로켓센터 숙소 체크인 및 휴식

우주로켓센터

전일
전일
전일
전일

우주로켓센터 연수
- 로켓 역사, 로켓발사 원리의 이해, 물로켓
및 화약로켓 제작/발사, 화성탐사 체험, 미
션패치 역사, 우리 팀 미션패치 만들기, 착
륙선과 탐사선 만들기, 우주인으로부터 듣
는 우주비행의 역사, 우주왕복선 단열재
시스템의 이해 및 제작 실습, 우주공간에
서 정수하기, 달기지 만들기, Space Junk
문제 인식, 로켓 박물관 견학 등

우주로켓센터

전일

6:00
9:30
10:55
12:27

공항으로 이동
공항 도착
올랜도로 출발
올랜도 도착 후 중식

15:00 ~18:00

현지인프라체험 : 올랜도 과학센터 방문

8일차 8.05(일)

09:00~17:30
18:00~21:00

9일차 8.06(월)

전일

현지인프라체험 : 월트디즈니 앱코트센터
NASA 연구자(송혁진 박사)와의 대담
케네디우주센터(NASA) 견학 및 워크숍
- 우주인과의 식사 : Space shuttle
Astronaut
Jon
McBride
Captain,
USN(ret.)
- KSC ERC Workshop

10일차 8.07(화)

11일차 8.08(수)

11일차 8.09(목)

비고

전일

케네디우주센터(NASA) 견학
- KSC Up Close Tour
- NASA 연수 성과 논의

07:00
09:30
11:02
13:10
16:55

호텔 조식후 공항으로 출발
애틀란타로 출발
애틀란타 도착 후 환승
인천으로 출발
한국 인천공항 도착

올랜도
과학센터
앱코트센터

케네디
우주센터

PART 1. NASA EDUCATION CENTER

1. What is NASA?
정리 : 수지고등학교 박성은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는 항공과 우주에 관련된 과학과 기술을 총괄
[그림 1-1] 나사 로고

하는

미국

정부출연기관이다.

우주시대는

ⓒNASA

1957년에 소련의 Sputnik 위성 발사로 개막되
었고, NASA는 미국의 우주탐험과 항공연구를 관장하기 위해 1958년
에 창설되었다.

NASA 공식 홈페이지
http://www.nasa.gov

NASA 주요 소개 부분 http://www.nasa.gov/about/highlights/index.html

What Does NASA Do?
인공위성 궤도의 우주인은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인공위성은 지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를 돕고 있으며, 우주탐사선은 태양계와
그 너머에 대해 연구를 한다. 새로운 발견은 항공운송과 운항의 여러

면을 개선하고 있다. NASA는 인류를 달과 화성, 그 너머에 보낼 새로
운 계획을 시작했다. 이런 주요 임무 외에 NASA 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세계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체는 NASA의 발견을 이용하여 새로
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What Does NASA Do
http://www.nasa.gov/about/highlights/what_does_nasa_do.html
Missions
http://www.nasa.gov/missions/highlights/index.html
NASA Education Office
http://www.nasa.gov/education
NASA Programs for Students
http://education.nasa.gov/edprograms/stdprograms/index.html

NASA의 교육담당부서는 교사들이 미래의 과학자, 공학자, 우주비
행사 그리고 NASA에서 일하게 될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다. 그들은 수년 내에 태양계와 은하계를 탐사하는 탐험가들이 될 것이
다. NASA는 학생들과 교육자들, 가족과 공동체들이 탐험과 발견을 통
해 기쁨을 느끼고 고무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NASA는 교사들이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NASA 는 학생들이
NASA 미션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배움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
록 돕는다.

NASA는 여러 주에 field center와 시험 및 연구기관을 갖고 있다.

[그림 1-2] NASA Visitor center http://www.visitnasa.com/ ⓒNASA

Who Works for NASA?
NASA의 본부는 Washington, D.C 에 있다. NASA 는 여러 주에 10
개의 field center 와 7개의 test and research 를 갖추고 있다. 1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NASA에 근무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NASA
와 정부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NASA가 발주한 일
을 수행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이는 직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
례이다. 우주비행사는 아마도 NASA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들은 NASA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의 매
우 작은 소수이다. NASA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학자와 공
학자들이지만, 비서부터 기록사, 법조인, 교사 등 더 많은 직업의 사람
들이있다.

NASA Facilities & Centers
http://www.nasa.gov/
NASA Workforce
http://nasapeople.nasa.gov/workforce/

What Has NASA Done?
NASA는 처음 출발할 때는 인간의 우주비행프로그램을 시작했다.
Mercury, Gemini, Apollo 프로그램은 우주에서 비행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결과 인류는 1969년에 달에 발을 내딛
게 되었다. 현재 NASA 는 국제 우주정거장의 완성을 준비하고 있고,
2010년에 종료된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준비중이
다.
NASA의 우주탐사선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몇몇 위성에 방문했으
며, 우주망원경은 과학자들이 더 먼 우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
다. 인공위성으로 인해 우리는 지구에 대한 더 많은 Data를 얻을 수 있
었으며, 그 결과 지구의 기후 패턴의 이해와 같은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NASA는 또한 최첨단 항공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연구
를 한다. 이러한 항공기는 새로운 기록을 생산하며 이런 연구의 덕택으
로 엔지니어들은 더 나은 항공운송을 위한 기술개발에 도움을 얻게 된
다. 실제로 NASA 의 기술은 연기감지기나 의학 테스트, 핸드폰, 전자
레인지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술의 개발과 시험에
많은 공헌을 했다.

NASA History
http://www.nasa.gov/topics/history/index.html
NASA in Your Life
http://www.nasa.gov/50th/spinoff/index.html
Exploration
http://www.nasa.gov/mission_pages/exploration/main/index.html

Schedule of SPACE CAMP for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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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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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Columbus
8:00
8:30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00
1:30
2:00
2:30
3:00
3:30
4:00
4:30
5:00
5:30
6:00
6:30
7:00
7:30
8:00

Destiny

Harmony

Kibo

Rocketry Workshop

Discovery Mission

Breakfast
Rocketry Workshop

Shuttle Mission
Mission Debrief

Ablative Shielding

Mission Debrief

Cosm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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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stodons

Lunch
Shuttle Mission
Training

AC Tour ZIP Line

Shuttle Mission

Expedition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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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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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8:00
8:30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00
1:30
2:00
2:30
3:00
3:30
4:00
4:30
5:00
5:30
6:00
6:30
7:00
7:30

Breakfast
Saturn V Rocket Park Tours

History of Space Flight
(USSRC)
Lunch
Rocket Launch
Astronaut Speaker
Team Photo
Gift Shop
Pass the Torch
(Guest Speaker)
Dinner
Astronaut Simulators

Kibo

금요일
Columbus
8:00
8:30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00
1:30
2:00
2:30
3:00
3:30
4:00
4:30
5:00
5:3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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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o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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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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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21st Century Learning Skills
Space Junk Workshop
ERC talk & Evals
Prep for Grad
Graduation
Dinner

3. Lecture of Space science
1. 우주선 발사에서 귀환까지
정리 : 덕장중학교 김세희

NASA연수 과정에는 실제 우주미션 실행과정을 준비된 시나리오를
통해 연수생들이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여러 가지 우주 미션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상의 우주관제센타, 우주비행선, 국제우주
정거장의 짜임새 있는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실습과정에 참여하
기 전에 우주 운송시스템의 각 부분별 명칭 및 기능 그리고 발사과정에
대하여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그림 1-3-1]

1. 우주 운송 시스템(Space Transportation System)
우주 운송시스템은 첫 번째 발사에 필수적인 2개의 고체로켓부스터,
이후의 궤도 진입에 필요한 외부연료탱크, 우주인들과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우주비행선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약
2,000,000kg의 우주 셔틀을 지구밖으로 쏘아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

[그림 1-3-2] 고체로켓 부스터 장착 모습 ⓒNASA

◈ 우주 비행선(the space shuttle)
1) 우주왕복선 (Orbiter)
먼 행성으로 이동하고 목표하고 있는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궤
도 선회 우주선은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체 추진력을 쓸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우주 비행선 메인엔진Space Shuttle Main Engines
3개의 우주선 메인엔진들은 고체로
켓부스터와 첫 점화에서부터 연동되어
작동한다. 메인엔진들은 주로 발사 후
8.5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우주왕복
선의 모든 비행동안 작동한다. 고체로
켓부스터가 모두 소모되고 분리된 이후
메인엔진은 우주선을 시간당 4,828km
에서 27,358km 까지 가속하기 위한 추
진력을 단 6분안에 지정된 궤도에 오르

[그림 1-3-3] 우주왕복선의 메인엔진은
우주선을 지정된 궤도에 올리는데 필요
한 추진력을 공급한다. ⓒNASA

기 위해 공급한다. 120 만 파운드의 최

대추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우주선이 가속되면서 메인 엔진들은 외부
탱크(ET)에서 수소연료를 공급받아 엔진을 작동시킨다. 엔진들이 수
소연료 및 산소연료를 소모하면서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생긴 수증
기들을 배출하는데, 25초안에 웬만한 가정의 평균 수영장크기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을 배출하며 이는 3천7백만 마력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
이다.

[그림 1-3-4] ⓒNASA

[그림 1-3-5] NASA 케네디 우주센타에 있는 메
인엔진 ⓒNASA

3) 외부 탱크(External Tank)
외부 탱크는 일명 우주왕복선을 위한 개스 탱크라고도 불린다. 여기
에는 우주왕복선이 사용할 대부분의 연료가 담겨있다.

[그림 1-3-6] 발사전(좌) 우주왕복선으로부터 분리된 외부 연료탱크(우) ⓒNASA

ET는 재활용되지 않는 유일한 구성요소이다. 이륙 대략 8.5분 뒤에
ET에 있는 연료가 사용된다. 대략 780만 파운드 가량의 추진력을 3개
의 메인엔진들과 2개의 고체로켓부스터에 제공한다. 약 45킬로미터 고
도에서 고체로켓부스터가 분리된 후 우주왕복선의 메인엔진들은 계속
점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약 고도 113킬로미터에서는 ET의 연
료가 모두 소모된다. 그 후 ET는 바다에 떨어지게 된다.

ET는 3개의 부분으로 대략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앞쪽 부분에 위치한
산소탱크, 뒷부분의 수소탱크, 2개의 연료탱크를 이어주는 중간 구조
로 구분할 수 있다. 수소탱크부분은 2.5배 정도 산소탱크보다 크지만 3
분의 1수준으로 가볍다. 그 이유는 액화산소는 액화 수소보다 16배 정
도 무겁기 때문이다.

[그림 1-3-7] 2개의 받치는 다리 구조는 ET가 우주왕복선에 부착되기 쉽도록 고안되었으며 왼쪽
은 좀 오래된 구조물이며 오른쪽이 최근의 구조물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구조물에서는 ET에 생기
는 얼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히터를 부착하였다. ⓒNASA

ET의 외부는 2.5센티미터 두께의 폴리이소시아네이트를 뿌려 단열
재로 활용하였다. 이것의 목적은 외부의 결빙현상을 방지하고 추진제
가 발화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탱크
안의 온도 및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약 43센티미
터 길이의 우주왕복선과의 연료공급을 위한 연결구조도 지니고 있다.

[그림 1-3-8] ⓒHowStuffWorks

4) 고체로켓부스터(Solid Rocket Booster)
고체로켓 부스터는 고체 연료
를 사용하여 셔틀을 우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추진력의 약 71퍼
센트를 분담하고 있는 로켓 부스
터이다. 로켓이 출발한지 첫 2분
동안 로켓에 추진력을 공급하며,
대략 45km 고도까지 이르면 외
부탱크와 분리되며 낙하산을 활

[그림 1-3-9] 고체로켓부스터가 이륙 후 2분 뒤
분리되고 있는 모습 ⓒNASA

용하여 배에 의해 바다에서 회수
한다. 고체 로켓의 모터는 지금까지 제작된 모터 중 가장 큰 모터이며,
이것은 고체 프로펠러, 점화 시스템, 움직일 수 있는 노즐, 각종 필요한
장비와 통합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3-10] 고체로켓부스터 조립장면, 이미 하단부에 위치한 상
태에서 조립한다. ⓒNASA

각각의 고체로켓모터는 450,000킬로그램 정도이며 매우 광대한 연
료 혼합작업을 거쳐야한다. 혼합된 연료는 꼭 단단한 고무지우개 같으
며 폴리머와 합성고무의 혼합물이다. 추진연료의 탄성은 알루미늄과
산화제의 비율에 따라 다르다. 고체연료는 사실 주방에서 실제 쓰고 있
는 알루미늄 호일의 가루와 매우 비슷하다.

[그림 1-3-11] 고체로켓부스터의 구조(좌)ⓒHowStuffWorks / 부스터의 설치모습 ⓒNASA

[그림 1-3-12] 고체로켓부스터는 매우 느린 속도
로 발사기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선로를 따라 기
차로 운반된다. ⓒNASA

[그림 1-3-13] 발사 즉시 고체로켓부스터가 점화되며 1분이 지나면 11번째 칸에 있는 연료가 모
두 타고 발사 후 2분이 지나면 고체로켓부스터는 분리된다. ⓒNASA

2. 발사 시스템(Launch Systems) 정리
발사시스템는 우주선 발사 추진력의 대부분
을 담당하고 있는 고체로켓부스터(SRB: Solid
Rocket Boosters) 와 우주왕복선을 쉽게 컨트
롤하기 위한 우주선 메인 엔진(SSME: Space
Shuttle Main Engines) 그리고 메인 엔진에 연
료를 공급하는 외부연료탱크(ET: External
Tank)로 이루어져 있다.

3. Launch Timeline

가. T - 15 seconds: 소음 억제 시스템 가동
나. T - 6 seconds: 메인엔진 점화
다. T 0: 고체로켓부스터 점화, 이륙

[그림 1-3-14] ⓒNASA

라. T + 10 sec: 케네디 우주센타에서 존슨 우주센타로 우주선
조정권이 전환됨
마. T + 1 min: Max-Q

우주항공역학에서 날아가는 비행체에

공기역학적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며 대개 고도
13~14km에서 나타남. 수치로는 Q= 1/2 Ｘ 공기의 밀도 Ｘ
비행체의 속도2 으로 표현될 수 있음.
바. T + 1 min 15 seconds: Max-Q over 비행체가 받는 공기 역
학적 스트레스로 인한 발사 실패의 위험이 사라지는 시기
아. T + 2 min: 고체로켓부스터 분리
자. ~T + 8 min 40 sec: MECO 이 시점부터 시속 17,500 마일
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10~14일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차. ~T + 8 min 50 sec: 외부연료탱크 분리

[그림 1-3-15] 39A 발사패드에 발사시 생성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우주선의 장
비들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6개의 밸브에 의해 뿌
려지고 있다. ⓒNASA

4. On-Orbit

.O

O bt

가. Orbiter

[그림 1-3-16] 우주왕복선의 길이 ⓒNASA

길이는 총 122ft로 스쿨버스 3개 반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게는 가장 무거운 콜럼비아호를 기준으로 178,000 파운드이며 아프
리카 코끼리 13.4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이다.

[그림 1-3-17] 우주왕복선의 무게 ⓒNASA

[그림 1-3-18] 우주왕복선의 구조 ⓒHowStuffWorks

우주왕복선은 우주 미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DC-9 수송선과 비슷한 크기이며 앞쪽 7명 정도의 승무원들이 있을 수
있는 탑승공간과 큰 수화물 저장공간, 그리고 3개의 메인엔진들이 있
다.

나. 앞쪽 동체부분(Forward Fuselage)

[그림 1-3-19] 앞쪽 동체부분 ⓒHowStuffWorks

[그림 1-3-20] 앞쪽 동체부분(Forward Fuselage) ⓒHowStuffWorks

승무원들이 미션수행기간동안 지내는 공간이며 지구상과 같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위의 그림처럼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지는데 flight deck에는 총 4개의 좌석이 있으며 사령관의 좌석은 왼쪽
에 파일럿의 좌석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총 2020개의 매뉴
얼 컨트롤 버튼이 있다. 총 6개의 앞 유리가 있으며 2개는 머리 위, 2개
는 payload bay 를 볼 수 있는 유리가 있으며 2개의 입출구 유리가 있
다. Middeck에는 3명에서 최대 7명의 승무원들의 숙식을 위한 물품들
이 구비되어 있는 장소이다. Equipment Bay에는 도킹을 위한 airlock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 Airlock
에어락 시스템은 우주선 밖과 우주선 안의 환경을 같게 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입고 안전하게 우주선 밖에 나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 Fuel Cells
3개의 연료전지는 일종의 발전기로 우주왕복선에 전력을 제공하며 그 원리
는 산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물을 얻으면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여기서 생
성된 물은 우주 왕복선의 식수 및 기계장치들의 냉각수로 사용되며, 우주정
거장 도킹시 식수로 공급되기도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효율은 75%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부착되어 있는 위치는 [그림 1-3-21] 과 같다.

[그림 1-3-21] Fuel Cells ⓒNASA

[그림 1-3-22] Fuel Cells -2 ⓒNASA

다. 중간동체 부분(Midfuselage)

[그림 1-3-23] 중간 동체 부분 ⓒHowStuffWorks

이 부분은 payload bay 와 인접하고 있으며 다양한 우주선 조절 시
스템들과 연계하고 있다. 각각의 payload bay는 4개의 라디에이터 패
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문들이 열릴 때 라디에이터는 적절한 위치
를 잡고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의 길이는 대략 18.3m, 넓이는
5.2m, 깊이는 4m, 압력과 온도가 지구상과 같이 유지되지 않으며 우주
밖 작업이나 수화물 운반을 위한 공간이다.

[그림 1-3-24] 중간 동체 부분 ⓒHowStuffWorks

* RMS: Remote Manipulator System
우주선 밖 작업을 도와주는 flight deck에서 리모트 컨트롤되는 길이 15.2미
터의 긴 로봇 팔이다.

라. 후미 부분(Aft Fuselage)

[그림 1-3-25] 후미 부분 ⓒHowStuffWorks

우주선 후미부분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수직꼬리 날개를 기준으로 나
뉘며 메인엔진과 OMS, RCS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궤도 기동시스템 (OMS: Orbital Manuevering System)
우주왕복선의 귀환할 때 또는 궤도 진입 시 이용하는 2개의 자동점화 OMS
엔진이다. 주된 연료로는 모노메틸 하이드라진(CH3NHNH2)과 사산화이질
소(N2O4)이며, 재미있게도 이 연료는 산소 없이도 발화할 수 있다. 연료와
산화제는 서로 나뉘어서 보관되어 있으며 헬륨의 압력에 의해 각각의 성분이
섞일 수 있게 된다. 귀환 시 남아있는 연료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폭발을 방
지하기 위해 밸브를 통해 모두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각의 OMS 엔진
은 26,400N의 추진력을 만들 수 있으며 0.6m/s 2 가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속도는 우주선의 속력을 305m/s 씩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1000회 엔진
을 점화 및 소화 시킬 수 있으며 총 15시간의 발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위치
는 우주선의 뒤쪽, 수직꼬리 날개 좌우 양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3-26] 후미 부분 ⓒNASA

5. Nominal Profile

[그림 1-3-27] 우주왕복선의 비행 ⓒNASA

전체 우주왕복선의 비행을 살펴보면 3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체로켓부스터(SRB)의 점화부터 시작하여 일정 궤도에
진입, 둘째 일정궤도에 진입 후 지구를 돌면서 미션 수행하기, 마지막
세 번째 OMS 를 사용하여 지구귀환궤도 진입 후 안전하게 귀환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안에서 좀 더 유심히 볼 점은 우주비행미션
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MAX-Q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History of Spaceflight(USSRC)
강연자: Buckbee
정리 : 대전 지족중학교 배성희

케네디대통령의 아폴로 1호 발사 관련 동영상이 첫 화면에서 등장한
다. 이 영상을 녹화하려던 중 교육 담당하시는 스텝이 영상은 로켓센터
의 소유가 아니고 NASA소유라서 사진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녹
화를 중단하고 관련된 PPT자료만 찍게 되었다.
강연자인 Buckbee는 40년 동안 미국의 우주 계획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현재 미 우주 & 로켓 센터의 이사 명예퇴직자와 우주 캠프의
창설자이며 세계에서도 매우 큰 우주, 로켓 전시관을 관리하는 프로그
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주비행사 명예 전당에 오른 사람이다.
Buckbee가 담당했던 미국의 우주 계획중에는 무중력상태에서 인간
이 견디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 흔
들리는 상황에서도 글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우주선이 대기권을 통
과할 당시의 충격을 신체 모든 부위가 다 견디어 낼 수 있는지 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 인간이 달에 간다는 큰 프로젝트를 계획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다.

영상 자료에서 양 다리로 하는 '캥거루 점프'등 여러 가지 보행법을
시도하면, 등에 지고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위해서 상체가 뒤로 젖혀지
는 경향은 있지만, 밸런스를 취하려면 아무 문제도 없고, 익숙해지면
오히려 황새 걸음으로 걷는 편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팔에는 특별한
여자사진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듣고 한바탕 크게 웃었다.

아폴로 우주 계획으로 달을 탐사한 곳을 보여주고 무사히 귀환한 우
주인 사진도 함께 소개해 주었다. Buckbee는 공간 Camp와 Aviation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참여한 우주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
다. 즉 우주비행사에 의해 날게 되는 믿어지지 않는 기계를 묘사하고,
설계하며 NASA와 미국의 공간 산업이 건설되었다.

또한 그는 이 기술 프로그램에 미국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대
시키고 촉진하기 위해 미 공간 & 로켓센터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교육적으로 미국의 젊음에 기술을 응용하여 필드에 들어가고 준비시킬
필요의 공공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간과 세계적
인 기술인 인간의 탐사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
다.

이 강연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글귀로는 케네디 대통령의 “1960년이
가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낸다”였다. 그 바램이 1969년 아폴로 11호로
이루게 되었다. 또한 다른 글귀로는 ‘달에서 걷게 되는 1969와 1972년
12의 미국인 사이에 아무도 이후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달에 가기
로 결심한다.’, ‘탐사자의 영혼은 우리 모두에게서 산다.’ 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적 “리얼 공간 카우보이”를 소개하였다. 우리
에게 개인당 1권씩 선물로 주고 모든 책에 직접 사인을 해주며 자신이
좋아하는 명언을 적으면 그대로 적어준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 되는 순간이다.

[그림 1-3-28] 강연중인 Buckbee(좌) / 아폴로가 착륙했던 달 표면 영상(우)

[그림 1-3-29] 아폴로에 탑승한 우주인(좌) / Buckbee와 함께(우)

[그림 1-3-30] Charlie Duke, Gene Cernan, Tom Stafford, Scott Carpenter and Ed
Buckbee (http://www.air-space.com/) ⓒEd Buckbee

3. Expedition Living
강연자: Shannon Lampton
정리(자료 번역) :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장승구
우주선을 설계할 때, 기술자들은 반
드시 우주선을 사용하는 비행사들의
일상적인 요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의 대
부분이 우주에서 우주인들에 의해 행
하여지기 때문입니다.

ISS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으로 비행
하고 있는 베리 윌리엄과 비행 기술
자 제레미 윌리엄
그림에서 어느 쪽이 위쪽인지 훈련생
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그림은 오
른쪽이 위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된
것 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우주에서 촬영된 것인데 우주에서는 위쪽과 아래
쪽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혼동될 수도 있어서 많은 우주 비행사들도 처음 궤도에 진입하면 혼란을
느낍니다. 몇몇 비행사들은 우리가 아는 멀미증상과 비슷한 '우주 멀미'를 경험
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지구에서 멀미를 느끼는 모든 사람이 우주에서 첫
날을 보낼 때 우주 멀미를 겪지는 않습니다.

비행사들은 반드시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해 일상적인 일들에 적응해야
합니다. 훈련생들에게 일상적인 일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처럼, 비행사들은 자신의
하루를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비행사들은 밤에 잠을 어떻
게 잘까요?
왜 사진속 비행사처럼 자는 것이 좋
지 못한지 질문해 보십시오.
정답은 비행사를 묶지 않으면 떠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든 곳과는 완전 다른 곳에서 잠이 깨는 것도 무섭긴 하지
만, 비행사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벽이나 중요한 스위치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
다.
각각의 비행사는 어떻게 수면을 취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비행사는 수면 마스
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창문 근처에서 자는 비행사들에게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약 90분마다 지구를 도는 우주선에서 매번 뜨는 태양이 수면 중인 비
행사들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비행사들은
창문에서 떨어져 잠을 잡니다.
야영자들처럼, 비행사들도 특수 제작
된 침낭에서 주로 잠을 잡니다. 이것
은 공간도 작게 차지 할 뿐더러 어느
곳에나 보관이 가능합니다.
약한 중력 때문에 베개가 필요 없고,
일정하고 편안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비행사가 원한다면 베개와 담요가 제
공되지만, 이것들은 반드시 묶여져야 합니다. 이 침낭은 유연한 지지대에 부착
되어져 있고, 두개의 줄이 비행사가 침낭으로 부터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
리고 이 줄은 비행사가 지지대에서 빠지지 않게 도와주면서 매트리스를 자극해
줍니다. 침낭은 두개의 지퍼가 있어서 비행사들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느 곳

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 두개 있어서 비행사들이 자신의 팔을 뺄 수도 있지만 주로 비행사들은
자신의 팔을 침낭 안쪽으로 넣어서 자신이 떠다니는 좀비처럼 보이지 않도록 합
니다.
비행사들은 침낭을 두는데 있어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사람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쉴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서 지구 중력에서는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사람의 입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비행사가 움직이지 않거나 환풍기가 공기를 순
환시키지 않으면 지구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이산화탄소가 가라앉거
나 사람의 입에서 멀어지는 것). 단지 숨을 쉬는 것만으로는 비행사가 질식해 죽
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수면을 위해 공기의 흐름이 좋은 장
소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패드가 있는 옷장
입니다. 오른쪽 벽에는 벽에 붙어있
는 얇은 침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은 비행사의 침대입니다. 누구든 잘
때 마다 안에서 지퍼를 닫고 자신이
떠다니며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열리고 3 초 후에
CAPCOM으로 부터의 실제 기상알
람이 작동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
에 비행사들을 깨우는 전통적인 방법
입니다.

수면 전 후 동안 비행사들은 창문 밖
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놀라운 세
계에 대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약간
의 자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션 컨트롤을 통해 가
족들에게 메일을 쓰거나 채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Skylap 프로그램의 샤
워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입니다. 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조시키는 것은 물의
접착능력 때문에 물을 진공으로 빨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긴 과정
이고, 최소한 한 시간 반이 필요합니
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비행사는 헹구
지 않는 목욕을 합니다. 농축된 고체
가 음료가방과 같은 곳에 담겨 있고
사용하기 전 따뜻한 물을 채웁니다.
비행사들은 그것을 목욕수건에 짜서
자신들의 몸을 씻습니다.

우주에서 머리를 감는것 또한 전혀
다른 방법 입니다. 당신은 여기
STS-99의 Kavandi씨 처럼 긴 머리
가 왜 우주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 비행사들은 자
신들의 머리를 포니테일로 유지하지
만 때때로 그것을 풀어놓기를 좋아합
니다. 궤도선에서 그들의 머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작업 입니
다.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헹굼이 필요 없는 샴푸가 사용됩니다. 먼저, 비행사들
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물로 적신 후 샴푸를 뿌립니다.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문
지른 후 (물이 떨어지는것을 피하면서) 수건으로 닦아 건조 시킵니다.

지원자를 불러 액체 세제를 사용하게
하기 - 개인용 위생 세트를 보여주기
실습생들에게 비행사들이 어떻게 양
치질을 하는지 물어 보세요. 문제는
사용된 치약을 위한 싱크대가 없습니
다. 사용자들은 아기용 치약과 비슷
한 특별한 치약을 사용하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비행사들은 목욕 수
건에 치약을 밷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선호 합니다.

처음 우주에서의 음식은 치약 튜브에
서 짜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
는 Mercury Program 음식은 맛보
다는 간편하고 건강을 위해 고안되었
습니다. 선택은 제한되어 있으며 음
식은 섞여 있습니다.
몇년의 개발후 비행사들은 이제 여러
종류의 음식 메뉴와 25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ISS에서는 매일 6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각각을 설명해 주시고 견본을
보여 주세요.
내열화된 음식은 미생물들을 없애기 위해 가열된 다음 밀폐된 용기에 포장 됩니
다. 통조림 과일과 스팸은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내열화된 음식의 좋은 예
입니다. 방사선 조사 식품들은 대부분 적은 양의 방사선으로 처리된 가공된 육
류 입니다. 이것은 냉동없이도 육류를 상하지 않게 유지시켜 줍니다. Beefsteak
는 이러한 음식의 한 종류 입니다.
수화 가능한 음식은 무게를 보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분을 제거한 음식 입니
다. 수분은 나중에 다시 더해질 것 입니다. Kraft Easy Mac 과 Tang 은 슈퍼마
켓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Natural Form 음식은 어느 방식으로든 변형되지 않습니다. Tortillas 와 신선
한 과일은 우주에서 주로 먹는 두가지 타입의 음식 입니다.

중간 수분 식품은 수분기를 다 없애지 않고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
포도와 유포는 두가지 일반적인 예 입니다.
냉동음식은 박테리아를 없애기 위해 냉동된 음식 입니다.

발사 9달 전 각각의 승무원들은 우주
에서 무엇을 먹을것인지 계획하기 위
해 영양사와 만납니다. 그들의 메뉴
는 8일마다 반복 됩니다.
비행사들은 러시아나 미국식 요리를
먹게 됨을 주목하세요. 음식의 종류
는 괄호안의 약어로 표시 됩니다.
비행사들은 하루에 3.8 파운드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이 수치는 1 파운드의
포장 무게를 포함 합니다. 비행사들은 하루에 총 2700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
다. 비행사들은 그들의 임무 몇 달 전 메뉴를 선택 합니다.
그들은 4끼의 식사를 합니다. 각각의 비행사들은 그들만의 문자를 가지며 그들
의 식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A1은 비행사 A의 아침이며 A2는 비행사 A의 점
심, A3는 그의 저녁 그리고 A4는 그들의 간식 입니다.

비행사들은 종종 순서를 정해 다른
동료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 합니다.
배에서처럼, 부엌은 Galley 라고 불
립니다.
비행사들은 그들의 음식을 대유식 오
븐으로 가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Easy Bake Oven 과 비슷한데 음식
이 따뜻한 공기에 의해 조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헤어 드라이기로 음식을
가열하는것과 더 비슷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저 캔이나 봉지를 열어 간편한 과
자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 흥
미로운 문제들을 유발합니다. 구형의
액체, 음식에 뿌릴 수 없는 소금, 접
시 위를 떠다니는 음식 그리고
Micro-Gravity 때문에 자리 잡지
못한 배속의 음식 등 이러한 모든 것
들로 인해 우주에서 음식을 먹는 것
은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좋
은 생각이 아닙니다. 코카콜라나 펩
시 둘다 STS-51F에 떠다닙니다.
우주에서 탄산음료의 큰 문제는 이산
화탄소 거품 입니다. 실습생들에서
탄산음료를 급하게 마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지구에서는 소다의 거품이 위장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트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품과 위
속의 음식이 섞이게 되고, 섞인 채로 위장에 있게 됩니다. 만약 트림을 하지 않
으면 매우 고통스럽게 되고, 트림을 하게 되면, 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이
함께 나올 것입니다. 음료수의 한 종류는 탄산염인 것과 아닌 것이 있지만 둘다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산염인 것은 비행사들이 토하게 만들고, 탄산염이
아닌 것은 미지근하고 밋밋한 콜라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신체가 겪는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는 액체의 변화입니다. 중
력이 없으면, 모든 체액이 머리쪽으
로 흐릅니다. 이것은 다리가 액체를
잃어버리고, 머리는 그 잃어버린 액
체를

얻기

때문에 puffy-head,

bird-leg'라고 불리는 증상을 초래합
니다. 비행사가 다시 지구로 돌아갔을 때는 몸에 있는 액체들이 다시 분배되고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안정됩니다.

비행사들은 근무일의 한 부분으로서
쓰레기 처리, 변기 수리 등과 같은 집
안 청소를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수
행합니다. Space walks 와 EVA 도
ISS의 부품을 수리하거나 조립하는
데 필요합니다.

과학은 ISS 에 탑승하고 있는 비행사
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들은 그곳
에서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합니다.
자전거(작업계-운동용 자전거)와 러
닝머신은 우주에서 운동하는 데 사용
되어지는 두가지 기계입니다. 둘다는
지구의 것보다 압축된 버전입니다.
비행사들은 떠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끈으로 묶는다는 사실을 알아
두십시오.

기술자들이 2 년 이상 간단히 T-2 라
고 불렀던 러닝머신은 코벨트로 갑자
기 유명해졌습니다. NASA는 러닝머
신의 이름을 코미디언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The Colbert Report' 의 사
회자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
의 지인들에게 Colbert 라는 이름을
게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입력(entry)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행사들은 떠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끈으로 묶는다는 사실을 알아
두십시오.
우주에서 역기를 드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행사들은 번지
고무 밴드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뼈와
근육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
볍고 압축된 디자인은 우주 비행에
있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양한 운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번
지를 사용해 보도록 훈련생을 선발하십시오. 그리고 점핑 젝이나 다른 운동을
하도록 요구해 보십시오.
그 그룹은 우주에서의 수면과 식습
관, 운동, 그리고 청결유지에 대해 토
론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할 한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배설물 수집은
두 가지 장치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
니다. 액체 배설물은 우주비행사들이
Mr. Thirsty 라고 부르는 장치에 의

해 수집됩니다. 그리고 고체 배설물은 Target이라 불리는 장치에 의해 수집됩니
다. 비행사들이 소변을 보고 싶을 때, 그들은 배설물 수집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 곳에는 위쪽과 양쪽에 커튼이 있어서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비행사
들이 준비되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튜브를 연결합니다. 각 비행사들은 개
별적인 부착을 가지고 있고, 남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행사가 다 연결했고 준
비가 되면, 그들은 스위치를 젖힙니다. 이러한 사랑스러운 특징때문에 비행사들
은 이것에게 Mr. Thirstyf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볼일이 다 끝나면, 환풍기를
끄고, 장치를 씻고, 제자리에 둔 후 다시 업무로 복귀합니다.
그럼 액체 배설물은 어디로 갈까요?
자, 우주에서 하는 다른 것들과 마찬
가지로 비행사들은 Target이라 불리
는 것을 사용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것은 잔슨 우주 센터에 있는 훈련 시
설의 사진입니다. Target 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직경이
4인치 정도 됩니다. 우주 정거장
target은 6인치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 구멍에는 제대로 가리켜 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시설 문쪽에 놓여있는 TV 회로 근처에 부착되어 있습니
다. 비행사가 이 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그는 시설 안으로 들어가고, 입구에
줄을 섭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카메라가 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비행사가 잘 밀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target 연습을 할 지원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한명을 정하십시오.) 이제
이것은 완벽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없습니다. (미리 화장실 좌석을 고
정하십시오.) 이것은 target 연습임으로, target을 당신에게 묶겠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target을 비행사들이 하는 것처럼 위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록 점을 잘
보시고, 초록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과 줄을 맞추십시오. 준
비되셨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춰졌고 당신은 우주에서 이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부품들이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우주 정거장에서 물은 굉장히 희귀한
것입니다.
훈련생에게 작은 Dixie컵에 있는 우
주의 물을 맛보게 하시고 그 맛을 설
명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계속적으
로 새로운 물을 공급할 장치는 없고
물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
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결국 정거장은 정거장 내에 있는 모든 물
을 재활용합니다. 이것은 비행사의 호흡과 땀과 Mr. Thirsty 에서 나온 모든 물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생에게 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모든 물은 어떤 방법으로든 재활용되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심지어
Space Camp와 모든 지역에 있는 물도 공장에서 재활용됩니다. 정거장의 물은
지구상의 물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원문 슬라이드 / 자료 출처]
http://ussrc-educator-camp2012.wikispaces.com/Camp+Activity+Lesson+Plans

4. SCIVIS
Space Camp for Interested Visually Impaired Students(SCIVIS 2012)
강연자: Dan Oates
자료 번역 / 정리 :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장승구

1. SCIVIS 의 이념
우리는 모두 동료들과 함께 배우기 위해 여
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 환경의
차이를 환영하며. 다른 문화, 종교, 그리고 다
른 언어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장
애를 가진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구가 없습니

SCIVIS 로고

다. 특히 장애아동들은 공립학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와 임무를
다 하더라도, 친구를 사귈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
기에서는 비슷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Space
Camp를 좋아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주어진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멋진 사람들과 함께 멋진 장소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Space Camp는 참가자들의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와 기회를 제공
합니다. 배운 것으로 인해 자신을 성장
시키며, 그러한 경험에서 기쁨을 찾고,
Space Camp 에서 얻은 지식과 친구들
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

여하여 책임감을 길러주며, 긍정적인 또래 학생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참가한
장애아인 한 아이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캠프에 참여하기 원
했고, 이후 Space Camp에 참가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부여하며 모
든 기술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각 장애 어린이들은 여러 그
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력
이 조금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해
스크린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제작된
헤드폰을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50 분간의 트레이닝과
30분간의 최종 트레이닝 시간동안 헤드폰과 특수 키패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술적 장치로
Space Camp 참가자들을 지원합니다.

2. SCIVIS는?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있는
US Space and Rocket Center에
서 1주 동안의 긴 캠프이며 시각
장애 교사들과 협력하여 캠프가
운영됩니다. Space Camp 프로

그램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연설과 큰 활자 출력에 적합하
며 미션 수행중에 사용되는 도구와 장치들은 점자와 큰 활자로 이루어
집니다.

3. SCIVIS 프로그램 종류
가. Space Camp
나. Space Academy
다. Advanced Academy focus on space travel.
라. Aviation Challenge.
상세 프로그램 안내 : http://www.spacecamp.com/programguide

4. 프로그램 역사
1990년 설립 초기 W. Va 시
각장애 학교의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Space Academy 를 시작했
습니다. 설립 이후, 아이들이 많
이 없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초기 아이들이 여기에 오면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어 했으며
이는 이미 그들의 이전 환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1주일을 견디기도 힘들어 하지만, 나중에는 즐거워
합니다.
2011년에는 6개의 프로그램에 아일랜드, 세인트 루시아, 헝가리, 캐
나다에서 온 148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2012년 현재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990년부

터 지금까지 2600명이 넘은 학생들이 SCIVIS에 참가하였습니다.

가. 주요 프로그램
1) 1992년 8개의 지역 학교 학생 72명이 참여
2) 1993년 Space Academy 의 첫 해, 현재 상급반인 레벨2반, 첫 번
째 스쿠버 다이빙, 'You Can Fly'에 참여
3) 1994년 완전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첫 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개설
4) 1995년 첫 번째 항공 운항 도전
5) 1996년 첫 번째 국제학생 참여(호주), 110의 학생 참여

나. SCIVIS 2012
1) 장소 : 알라바마에 있는 헌츠빌에 위치한 미국 우주 로켓 센터
2) 일시 : 2012년 9월 22~ 27일
3) 대상 : 4~12학년의 모든 학생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
갈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학생,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
4) 비용 :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 한다면 미화 675 달러

다. 특별 프로그램
1) 키가 작은 사람들을 위한 캠프(2008년 11월)
2) SCIVIS - 관심은 있지만 시각적으로 손상을 입은 학생들을 위한
우주 캠프(가을) , 청각 장애와 난청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우주캠프
(봄)

5. 사례 소개
가. 한 여자아이가 왔는데 장애가 심각했다. 시력도 안 좋았고, 휠체
어 까지 타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우주를 좋아했으며 모든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 곳에서 90% 가 넘는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 Delta Gamma 국제 여학생 클럽에서 매년 학습 결과가 완성된
다. 64%의 학생들이 정보를 습득을 위해 시각 보조 장치나 기술을 사
용한다. 모두가 팀 활동, 높은 기대감, 장애물은 없고, 접근성있는 환경
을 통해 자존감과 자기변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다. 75%의 학생들이 SCIVIS를 경험함으로써 O&M 기술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94% 의 학생들이 확장된 핵심 커리큘럼
(점자, 기술, 독립적 생활과 재활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된다.

6. 장학/후원 프로그램 소개
가. 예전에 헝가리의 사립학교 교장과 교사가 장학금을 마련해서 학
생을 보냈다. 비행기 티켓 비용과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 학생은 프로
그램을 잘 마치고 돌아갔다. 이후 그는 학교에서는 지금까지도 매년 우
리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나. 2008년 루스 메이슨의 미술 학교는 매년 SCIVIS 학생들의 후원
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
다. 2008년 SCIVIS 헝가리 선생님 대표인 Laszol Bacsardi 씨는 20
주년 ISC 헝가리 모임을 소집했고 그들은 201년 SCIVIS에 참가할 헝
가리 학생들을 위한 모금을 했다.
라. 스위스 출신인 허니웰 학교 폴 민튼 선생님은 자전거 도로 경주
를 통해, 2010년 SCIVIS에 참가할 학생들을 위해 미화 3400달러를 모
금했다. 세인트 루이스 출신의 학생이 참가했고, 남은 후원금1630달러
는 2012년 SCIVIS에 참가한 이스라엘 출신 학생들을 보조하는데 사용
되었다.

마. 2011년 폴은 또 부가적인 후원금을 보냈는데 세인트루이스 출신
인 한 학생인 크리스티가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크리스티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바. 워싱턴 주에 위치한 허니웰 학교 선생님인 데이브 개몬은 2010
년 SCIVIS 참가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미지출처] http://www.tsbvi.edu/space/

사람들의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이 모이면 뜻 깊게 쓰여질 수 있다. 또
한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사람을 찾고 있
다. 그리하여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이 캠프에서 만나게 되길 기대
한다.

“Just because I can't see the stars, doesn't mean I can't reach for
them” - Space Camp Alumni

본 참고자료: http://www.tsbvi.edu/space/
참고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
v=X_AaCnDvHRQ

5. Roving Mars
화성 탐사 로버
NASA Marshall Space Flight Camp
강연자: Dr. Barbara cohen
정리 : 대치중학교 이지노

(1) 화성탐사로버
Pathfinder, Spirit, Opportunity, Curiosity

(2) 화성 탐사 프로그램
* 참고영상 - 링크

인류는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해 지금
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
1960년대에 인간은 화성에 탐사선을
꾸준히 보냈다. 소련은 1960 년과 1962
년, 1964 년 모두 6 차례의 시도를 했으
나 모두 실패 하였고 NASA 도 1964년
에 매리너 3 호를 발사하였으나 우주선

[그림 1-3-51] 화성(Mars) ⓒNASA

의 뚜껑이 열리지 않아 실패하였다. 하지만 NASA가 그 다음에 발사한
매리너 4호는 성공적으로 화성을 지나며 화성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
다. 이 후 NASA는 계속 매리너 계획을 진행하였으며 몇 차례 비행선
을 잃기도 하였으나 매리너 9호는 성공적으로 사진을 찍어 화성에 한
때 물이 존재했을 거라는 가설의 증거가 되었다. 1976년, NASA는 화

성에 바이킹 1호와 2호를 보내 착륙 모듈을 화성에 내려 화성 표면의
컬러 사진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 후 NASA는 화성에 네 차례 탐사로봇을 보내왔다.

첫 번째는 마스 패스파인더 (Mars Pathfinder)
1997년 6월 4일 ~ 1997년 9월 27일
두 번째는 스피릿 (Spirit)
2004년 1월 4일 ~ 2010년 3월 22일
세 번째는 오퍼튜니티 (Opportunity)
2004년 1월 25일 ~ 지금까지 활동 중
그리고 네 번째는 올해 8 월에 화성에 착륙한 큐리오시티
(Curiosity)
2012년 8월 6일 ~ 지금까지 활동 중

화성 탐사 로봇은 착륙 이후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탐사하는 로봇이
며, 움직일 수 있어 일반 착륙선보다 넓고 특정한 범위를 탐사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3) Pathfinder : What is Mars like now ?
* 참고영상 - 링크

마스 패스파인더는 NASA의 최초 화성 탐사 로봇으로 7개월 간 3억
km를 이동한 끝에 1997년 7월 4일 화성에 착륙했다.
9월 27 일 마지막 자료를 전송할 때까지 총 23 억개의 자료와 약

17000개에 이르는 사진들을 보냈고 화성 토양의 분석 자료를 15개나
보냈으며 화성의 바람과 날씨를 측정한 자료도 보냈다. 이 자료들을 통
해 과학자들은 화성이 과거에는 좀 더 따뜻하고 물이 있는 행성 임을
알 수 있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처음에 계획했던 기간보다 무려 12배는 더 오랫
동안 버티며 학자들을 놀래 키기도 하였다.
마스 패스파인더호(Mars path finder)는 너무도 작기 때문에 과학자
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측정기기를 실을 수 없다. 패스파인더에는 작
은 지면 탐사 장치, 카메라, 분광계, 온도, 압력 및 풍향 풍속 감지기 등
을 실었다. 내장된 배터리가 다 소모되고 화성 표면에서 얼어붙기 전에
화성 대기의 구조, 표면의 날씨와 기상, 지리, 암석과 토양의 형태, 구
조 및 성분 등을 조사했다.

NASA는 좀 더 자세한 화성 표면 지도를 입수하고 표면 지형을 더
잘 알기 위해 또 다른 우주선인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Mars global
surveyer)를 보내 화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는 화성 표면 400km 고도에 떠 있으면서 화성 표면을 자세하게 관찰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화성의 표면을 분석할 첨단 기기도 갖추고 있
다.
우주선에는 매일 변하는 화성의 표면 지형을 조사하기 위해 해상도
가 낮은 카메라 두 대와 고해상도 카메라 한 대, 화성의 자기장을 조사
하기 위한 자력계, 전자 반사계, 화성의 중력장과 지표 아래 질량 분포
를 조사하기 위한 무선 시스템, 화성 표면 지형과 전체 형태를 조사하
기 위한 레이저 고도계, 표면과 대기에서 나오는 열을 조사하기 위한

열 방출 분광기 등이 실렸다.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덕분에 과학자들은
표면과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지질조사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화성에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물의 흔적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우주선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
고 있다.
패스파인더는 화성 대기 구조, 표면 기후 및 기상, 표면 지리, 화성
암석과 토양의 형태, 구조, 성분을 조사할 수 있었다.
화성 대기는 95% 이상이 이산화탄소(CO2)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
에는 기체 분자가 거의 없어서 대기가 희박하고 따라서 대기의 질량이
매우 적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화성 북반구의 위도 N 19.3°( 지구의 북회귀선
위도 정도) 지역을 화성의 한여름에 착륙했다.
온도는 얼음이 녹는점인 273.16K (0 ℃)까지 되지는 않았다.
압력은 오전 6시쯤에 가장 높은데, 이때는 대기가 가장 시원하고 대
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시점이다. 압력은 오후 6쯤이 가장 낮다. 이때
는 대기가 가장 따뜻하고 밀도가 가장 낮다.
하루 온도가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이유는 표면에 있는 공기의 흐름
이 그 원인이다. 태양을 향하고 있는 행성의 면이 데워지는 동안 반대
쪽은 차가워진다. 따라서 자전하는 행성은 대기의 온도와 압력이 끊임
없이 변한다. 해안선을 따라 부는 해풍과 육풍을 통해 온도 변화가 기
압과 공기 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할 수 있다. 행성의 더운 쪽
과 차가운 쪽이 계속 달라지면서 지구의 바다 조류가 계속 변하는 것처
럼 행성 표면을 이동하는 열 조류가 생긴다. 그러나 열에 의한 공기의

흐름은 중력이 아니라 열에 의해 형성된다.
패스파인더는 겨울에 남반구 지역에 착륙했다. 화성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가 겨울이 될 때, 북반구가
겨울이 될 때보다 춥다. 따라서 대기에서 더 많은 CO2가 승화되어 겨
울의 남극은 서리로 덮인다. 이렇게 서리가 쌓이기 때문에 대기에서 기
체 CO2 분자가 사라져 행성 압력이 감소한다. 남반구가 더워지면
CO2 서리가 다시 대기로 승화되어 압력이 상승한다.
화성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다.
즉, 흐르는 물에 의해 표면이 침식되어 나타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
이는 지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물이 화
성 표면을 흘렀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흘러간 길이, 흐른 양, 물이
흘렀던 기후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화성의 수로, 곡류,
침식 지형 이미지는 물이 흘렀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지구의 V
자형 계곡 두 개와 화성의 굽이치는 강물 계곡처럼 보이는 사진들을 비
교하면 화성에 물이 오랜 시간 흘렀다는 것이 증명되는 듯하다. 사진으
로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더욱 완벽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기관 : NASA, JPL
임무 유형 : 화성 착륙선, 로버
발사일 : 1996년 12월 4일 06:58:00 UTC
발사체 : 델타 7925 로켓
발사 장소 :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
접근 천체 : 화성
목표 천체 : 화성

NSSDC ID : 1996-068A
웹사이트 : NASA 공식 사이트
중량 : 264 kg(패스파인더) / 10.5 kg(소저너)
출력 : 35 W (패스파인더) / 13 W (소저너)

(4) Spirit, Opportunity : What was Mars like before ?

* 참고영상 - (링크)

스피릿: 2003년 6월 10일 발사 2004년 1월 4일 착륙
오퍼튜니티: 2003년 7월 7일 발사 2004년 1월 25일 착륙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는 쌍둥이 탐사 로봇이다. 둘은 모두 화성의 과
거 물 존재 가능성을 밝히기 위하여 진행된 NASA의 MER 프로젝트
를 위해 발사되었다.
두 로봇은 3주의 간격을 두어 서로 화성의 반대편에 착륙하였고 화
성의 토양과 흙을 분석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지구에 보냈다. 당초에
그 두 로봇의 예상 수명은 90일. 하지만 두 로봇 모두 6년간 화성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다 2009 년 스피릿은 모래언덕에 빠졌고
NASA는 9개월간 스피릿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자 2010년에
스피릿의 작전 중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스피릿은 2010년 3월 22일
까지 꾸준히 사진을 전송하였다.

한편 오퍼튜니티는 2012년 지금까지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화성탐사 로버의 과학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과거 물이 존재했던 흔적을 보여주는 암석이나 토양을 찾고 특징을
알아낸다. 이 로버는 특히 물과 관련된 작용으로 인해 저장된 광물을
함유하고 있는 암석을 찾을 것이다.
착륙한 지점에 있는 광물과 암석과 토양의 종류와 분포를 알아본다.
어떤 지질학적 과정이 현재의 지형을 형성하였는지 알아본다.
화성 정찰위성의 화성 표면 관측 자료를 수정하고 정밀화한다. 이것
은 화성의 지형을 연구하는 다른 위성들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다.
물이나 물의 흔적을 보여주는 광물을 찾는다.
암석에 들어있는 광물의 종류와 질감을 확인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낸다.
과거에 물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지질학적인 환경을 찾아낸다.
화성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한다.

향후 20년 정도 동안 NASA는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에 관한
실험을 할 것이다. 만약 화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물이
있을 것이므로 물이나 물의 흔적을 찾는 일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의 첫걸음이 된다. 비록 화성탐사선들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 당초에는, 오퍼튜니티의 활동은 90 솔(Sol; 화성일) 동안이 예정

되어 있었지만, 몇 번이나 반복해 연장되어 2006 년 11 월 17 일로서
1,000 솔에 이르렀다. 오퍼튜니티는 최초로 화성에 착륙했을 때, 평탄
한 장소가 아닌 크레이터 안에 착륙했지만, 토양이나 암석의 샘플 조
사, 화성 풍경 촬영 등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 때의 샘플 분석 결과 화
성의 표면에 적철석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져,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고
하는 가설이 만들어졌다.

- 이 조사를 실시한 후, 오퍼튜니티는 인듀런스라는 크레이터를 목
표로 주행해,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듀런스에서 다시 조사를 실
시했다. 자신의 내열 장갑이 버려진 장소 근처에서 운석을 발견해, 이
운석은 히트 실드 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 2005년 4월 말부터 6월 초에, 오퍼튜니티는 주행이 곤란한 사구에
돌입해, 몇 개의 바퀴가 모래에 메워져 버렸다. 6주 이상 지구에서 실
험을 반복하고,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탈출하기 위한 방법이 검토되었
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오퍼튜니티는 어떻게든 탈출에 성공해 주행
을 계속할 수 있었다.

- 오퍼튜니티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화성 남쪽의 빅
토리아 크레이터를 목표로 주행했지만, 그 도중에 일렉트로닉 버스라
는 크고 얕은 크레이터에 들렀다. 그전에, 로봇 팔 부분에 몇 개의 기계
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 2006년 9월 말, 오퍼튜니티는 빅토리아 크레이터의 외부에 이르

러 바깥 틀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탐사를 계속한 후, 2007
년 9월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크레이터의 내부를 조사했다. 2008년 9
월에는, 오퍼튜니티가 빅토리아 크레이터를 출입할 때 남긴 바퀴 자국
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5) 화성 과학 실험실(Mars Science Laboratory, MSL)
* 참고영상 - 링크

화성 과학 실험실(Mars Science Laboratory, MSL)은 미국항공우주
국의 네번째 화성탐사로버(MER)로서, 큐리오시티 로버(Curiosity
Rover)라고도 부른다. 2009년 7월에 발사되어 2010년 가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발사가 연기되어 2011년 11월 26 일 오전 10시 2분(현
지시각)에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되었다.[1][2] 큐리오시티는 약 9 개월 동안 우주 공간을 비행한 뒤
2012년 8월 6일 05시 32분(UTC)에 화성 적도 아래 분화구 게일크레
이터(Gale Crater)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① 큐리오시티
2011년 11월 26일 발사 2012년 8월 6일 착륙
높이 213cm, 전면 가로 너비 274cm, 전체 길이는 약 3m.
무게는 약 900kg으로 지금까지 보낸 탐사로봇 중 가장 크며 크기는
차 한대 만하다. 미국항공우주국의 네 번째 화성탐사로버 큐리오시티
는 2012년 8월에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으며 앞으로 화성의 토양
과 각종 광물을 채취해 화성의 특정 지역에 생물이 존재할 만한 환경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다.

② 큐리오시티의 구성
○ 큐리오시티 장비
- 큐리오시티의 동력 : 핵에너지
- 큐리오시티는 앞으로 약 2년동안 화성표면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
정.
- 큐리오시티는 장착되어있는 로봇팔로 드릴을 이용해 암석을 약
5cm 뚫어 성분 분석을 할 수 있으며. 화성의 기온, 습도, 바람 등의 기
후에 대한 정보 또한 수집한다.
- 큐리오시티의 장비사안 규격: 큐리오시티 로버는 길이 3.0m, 무게는 과학장비 79.8kg을 포
함해 899.9kg이며, 쌍둥이 화성탐사로봇 보다 1.5m 더 길고 716kg 더
무겁다.
속도: 표면에서 큐리오시티 로버는 75cm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
큐리오시티 로버의 최대 이동 속도는 시속 90.0m로 추산 되고 있지만
평균 이동 속도 전력소모량, 지형의 굴곡등을 고려하여 감속하면, 시속
약 30.0m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2년동안
최소 19km 이동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전력: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RTG)에 의해 구동된다. 방사
성 동위 원소 전력 시스템(RPSs)는 플루토늄 238의 자연 붕괴에서 생
기는 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해낸다

○ 큐리오시티 부착 장비명
ㆍ 마스트 카메라
ㆍ 화성 로봇팔 렌즈 영상장비
ㆍ 화성 강하 영상장비
ㆍ 위험 기피 카메라
ㆍ 운행 카메라
ㆍ 화학실험·카메라 복합체
ㆍ 로버 환경 모니터 장비
ㆍ 알파입자 X선 분광기
ㆍ 화학·광물 분석 장비
ㆍ 방사선 측정 검출기
ㆍ 중성자 반사도 측정장비
ㆍ 화성 시료 분석장비

③ 큐리오시티의 착륙과정

[그림 1-3-52] 큐리오시티의 착륙과정 ⓒNASA

- 큐리오시티의 착륙은 스카이 크레인의 방식을 사용한다. 스카이
크레인’이란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온 모선이 초대형 낙하산과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지면에 접근한 뒤, 파이프를 내려뜨려 로봇을 도달시키
는 착륙방식을 말한다.
- 큐리오시티의 착륙에는 7분이 소요됨

④ 큐리오시티의 성과(~2012. 09. 30)

[그림 1-3-53]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태양계에서 4번째로 가깝게 있
는 행성으로 큐리오시티의 그림자가 나온 사진 ⓒNASA

- 2~3센티미터 정도에 모서리는 깎여 둥글둥글한, 하천 주변에 흔
한 자갈 그대로이다.
- 미 항공우주국은 지구의 하천 퇴적물과 비슷한 이 자갈이 화성 표
면에 물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설명함.
- 관계자들에 따르면 큐리오시티에 탑재된 기상관측기 REMS가 측
정한 오후 최고 기온은 6℃ 에 달하며 화성의 하루, 즉 '솔(sol)'의 절반

이상 동안 기온은 영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큐리오시티가 착륙한 적도 부근(남위 4.5도) 게일 크레이터의 현
재 계절은 늦겨울이어서 이처럼 온난한 날씨는 예상 밖이다.

⑤ 큐리오시티의 계획
- NASA의 화성탐사로봇인 큐리오시티는 4일간의 준비과정을 마치
고 첫운행을 시작한다.
2012년 8월 6일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착륙한 이후 나사의 엔지니어
들은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큐리오시티의 메인 컴퓨
터를 표면모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 큐리오시티의 임무는 화성에서 과거나 현재에 미생물이 존재했는
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 이상 10개
의 과학 실험 장비를 이용해 화성의 암석과 토양을 분석하게 된다.
- 나사의 연구진은 큐리오시티가 착륙한 지역인 화성 적도 아래 분
화구 게일 크레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은 고대의 선상지
의 경사면에 위치해 있는데 언덕에서 흘러내린 물에 의해 형성된 모양
을 하고 있다. - 여기서 선상지의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물이
존재한다는 추측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으며, 화성에 있는 게일 트레이
터가 언덕에서 흘러내린 물에의해 형성된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
다. 그러나 큐리오시티의 주목표는 샤프 산이다. 이 산은 큐리오시티가
착륙한 게일 크레이터에 위치해 있고 크레이터의 중앙을 기준으로 정
상의 높이가 5.5km이다.
- 샤프산의 많은 지층들은 10억년 이전부터 화성의 환경변화 역사
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샤

프산의 기슭에서 점토와 황산염의 증거를 찾았다. 점토와 황산염은 물
이 있어야 생성되는 것이어서 오랜 과거에 샤프산의 아래 부분이 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 화성에 물이 존재
했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 이 산 기슭은 큐리오
시티의 착륙 장소로부터
8km 떨어져 있다. 큐리
오시티는 모래 언덕 지역
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
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몇 차례 멈추어 흥미로운

[그림 1-3-54] 파랑색으로 표시된 경로는 앞으로 큐리오시
티가 지나가게 될 예상 경로 ⓒNASA

암석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는 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거의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6. 21st Century Learning Skills
- 21c Learning Skill과 Space Camp 정리 : 한성과학고등학교 변태진

[그림 1-3-55]

21세기가 된지도 벌써 12년이 흘렀다. 스마트 폰, SNS, 네비게이션
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이용하는 기기가 되었다. 교육현장도 이전과는
다르게 전자칠판이 보급되고, e-북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학
생들은 정보의 홍수로 넘쳐나는 21 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익히고 있을까? 이 강의에서는 21c Learning Skill에 대해 소개
를 하고, Huntsville의 Space Camp의 프로그램이 이를 접목해서 개발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1. 21st Century Learning Skill이란?
‘21세기 핵심역량’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작성한 교육과정재설계센
터(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의 의장 Charles Fadel은 21세기
핵심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실천적 인성: 적응력, 회복력, 끈기
◎ 도덕적 인성: 배려, 존중, 공감
◎ 협력적 문제해결력, 비판 창의적 사고력
◎ 다문화 이해, 의사소통 능력
◎ 정보통신 기술 활용능력
그리고 또 한 명의 저자이자
21세기 Skill Partnership 위원회
에서

활동하고

있는 Bernie

Trilling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
결, 협력과 창의성 등이 포함되
는 ‘ 학습 및 혁신 스킬’과 정보,
미디어,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그림 1-3-56] Charles Fadel <출처> 2012 글
로벌 창의인재 육성과 교육혁신 포럼

을 갖추는 ‘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 그리고 유연성, 적응력, 진취성, 자
기주도성, 리더십 등이 포함되는 ‘직업 및 생활 스킬’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림 1-3-57] 21세기 학생들의 역량과 지원 시스템 <출처> 21세기
스킬 홈페이지

21세기 스킬 홈페이지(http://www.p21.org)를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거나 첨부한 PDF파일(p21_framework)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1-3-58] 21세기 기술(21st Centry Skills) 파트너쉽 홈페이지
ⓒNASA

2. Space Camp
FY10(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50개주에서 이 캠프에 참여 했으
며, FY11에는 미국외 56개 나라에서 이 캠프를 참여했다고 한다.

[그림 1-3-59] ⓒNASA

U.S. Space & Rocket Center의 캠프 요약
- 주제 : 우주와 항공(Space and Aviation)
- 역할 : U.S. Space Program을 통해 젊은이들이 과학과 기술, 공학
과 수학(STEM)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 줌.
- 얻을자 하는 것 :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의사소통, 리더와 팀멤버
사이의 신뢰와 협동

교사들을 위한 Educator Program
- 여름에만 진행되며 개인당 749$의 비용이 들며 45시간의 교육시
간이 진행된다.

[그림 1-3-60] Huntsville의 Space Center에서 실시하는 교사교육(좌) 및 그 외 다양한 교육활동
(우) ⓒNASA

교사용 프로그램 외에도 Space Camp(ages 9-11), Aviation
Challenge Mach 1(ages 9-11), Space Academy(ages 12-14),
Aviation Challenge Mach 2(ages 12-14), Space advanced
Academy(ages 15-18), Aviation Challenge Mach 3(ages 15-18),

Family Camps(ages 7-14), Adult Academy, Weeklong Groups(ages
9-18), Spotlinght Group(ages 9-14), Pathfinder Group(ages 9-14),
Astrotrek Groups(ages 9-14), Museum Programs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7. ERC talk
- NASA에서 교육자료 구하기 정리 : 한성과학고 변태진

[그림 1-3-61]NASA에서 제공되는 교육자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NASA

1. 2012년 여름 NASA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5월 22일 : Falcon 9이 SpaceX에서 의해 발사
6월 5일 : 달의 태양면 통과
8월 6일 : Curiosity가 화성에 착륙

[그림 1-3-62] 2012년 NASA와 관련된 사건들 ⓒNASA

2. 이와 관련된 교육자료를 찾으려면?
1) NASA Homepage(http://www.nasa.gov/)를 방문한다.

[그림 1-3-63] NASA Homepage 좌측 상단(NASA 마크 아래)에 For
Educators 라고 된 탭이 있다. ⓒNASA

2) For Educator라고 된 탭을 누른다.
<방법1>
좌측에 NASA Education이라고 새로운 탭이 생기면서 연령별로 구
분되어 있다.
Grades K-4 초등 저학년
Grades 5-8 초등 고학년-중학생
Grades 9-12 고등학생
Higher Education 대학생

<방법2>
좌측에 'Find Teaching Materials' 를 선택한다. 학년뿐 아니라 자료
의 종류별(Activities, Educator Guides, Posters 등), 주제별(General
Science, History, Mathematics 등)로 상세히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3-64] Find Teaching Material 자료 검색 ⓒNASA

3. CORE(Central Operation of Resources for Educator)
NASA가 만든 멀티미디어 자료를 공급하는 기관. ‘Search Online
Catalog’를 통해 자료를 검색 후 'How to Order' 에 가면 주문 방법을
알려준다.

[그림 1-3-65] 멀티미디어 자료 주문 방법 안내 ⓒNASA

4. NASA Education EXPRESS Mailing List
NASA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에 대한 안내를 메일로 받아 볼 수 있
다.
http://www.nasa.gov/audience/foreducators/Express_Landing.html

5. 지금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모습을 보고싶다면?
NASA TV를 보라. NASA홈페이지에서 위 메뉴의 MULTIMEDIA
를 선택하여 Watch NASA TV

를 클릭하면 된다. NASA TV 의

Schedule을 보면 ISS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다.

[그림 1-3-66] ISS에서 우주인들이 작업하는 모습 ⓒNASA

6. 마무리

처음에 연수자 명단에 뽑혀 NASA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Houston
에 있는 관제센터(실제 이름은 Johnson Space Center) 를 생각했었다.
그래서 NASA라고 하면 Washington이나 Houston에 있는 것 모두 이
며, 우주 항공업무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NASA라는
기관은 열 곳이 넘는 장소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며 단순히 우주 항공
산업 분야 아니라, 해양, 생명과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교육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을 알았
다. NASA에서는 교사나 학생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를 보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특히 우주와 관련된 자료
를 찾아 볼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자료가 빈약하고 화질 좋은 동영상이
나 그림 등 1 차 자료(직접 생산해내는 자료)는 상당히 부족하다.
NASA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Database 화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질 높은 과학 수업자
료를 개발하고, 수업자료 찾기 수월하게 잘 정리해두면 전국의 많은 선
생님들이 활용하기 수월할 것 같다.

[그림 1-3-67] NASA 기관 위치 ⓒNASA

4. Classroom Activity
1. Ablative Shielding
-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피복 정리 : 강북중학교 전종호

우주왕복선이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로 들어올 때 지구 대
기권에 들어오면서 공기와 마찰로 인하여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 우주
왕복선의 앞부분은 최고 약 2,500도 이상으로 가열된다고 하며 대부분
1,000도 이상의 엄청난 열로 가열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우주왕복선의
단열 장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래 사진은 Kennedy
Space Center에 있는 실제 우주왕복선 Atlantis이다. 지구로 복귀할 때
대기권에서 발생한 열로 인하여 우주왕복선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Ablative Shielding 프로그램은 주어진 비용으로 효율적
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달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열판을 제작해보는 것이다.

[그림 1-4-1] 우주왕복선 Atlantis

1. 우주왕복선과 방열 재료
우주왕복선이 지구로 귀환할 때 발생하는 마찰열을 효율적으로 대비
하기 위해 낙하 시 동체의 하부를 세워서 아래 부분에 많은 열을 받도
록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실리카 재료로 구성된 검은색 방열 타일
을 부착하여 1,000 도 이상의 온도를 견디도록 제작되었다. 프로그램
진행 중 실제 실리카 방열 타일을 만져볼 수 있었으며, 직접 만져보니
실리카 방열 타일이 스티로폼과 같이 부드럽고 가벼워서 놀라웠다. 또
한 토치를 이용하여 2,000도 정도의 온도로 가열 실험도 해보았다. 물
론 방열 타일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림 1-4-2] 실제 실리카 방열 타일

2. 도전 과제
가. 열 보호 시스템 디자인
나. 100 credits 사용
다. 주어진 재료만 사용

라. 두께 0.5cm 이하
마. 3분 동안 달걀 보호

3. 주어진 재료 및 가열 장치
가. 주어진 재료(Scoring Sheet 참고)

[그림 1-4-3] 주어진 재료_1

나. 가열 장치

[그림 1-4-4] 가열 장치 / 단열판과 달걀

4. 단열판 제작 및 점수 배점
100 credits가 주어졌지만 각각의 재료에는 다른 비용이 정해져 있
다. 100 credits 내에서 필요한 재료를 선정한 다음 제작이 완성되면 질
량을 측정한다. 최종 점수에는 사용하지 않은 credits은 가점이 된다.
물론 동점인 경우 질량이 작은 경우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단열판

을 3 분간 가열한 다음 달걀의 상태에 따라 점수가 별도로 주어진다.
(Credit List and Scoring Sheet 참고)

[그림 1-4-5] 단열판 제작 완성 / 단열판 질량 측정

5. 단열판 가열 실험
야외로 나와 가열 장치에 단열판을 고정하고 3분간 가열한 다음 달
걀의 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달걀을 깨어서 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주어
진 점수 배점에 맞게 체크한다.

[그림 1-4-6] 단열판 가열 장치 고정 / 단열판 3분간 가열]

[그림 1-4-7] 달걀 외부 /내부 상태 확인

6. Ablative Shielding Credit List and Scoring Sheet

Ablative Shielding Credit List and Scoring Sheet
Team Name
Budget : 100 credits
Supply

cost

how many =

Large Steel

30

×

Spackle

30

×

Pasta

30

×

Cotton Balls

30

×

Sponges

15

×

Steel Wool

15

×

Cork

15

×

Paper

5

×

Acrylic Yarn

5

×

Cotton Yarn

5

×

Felt

5

×

Aluminum Foil

5

×

Copper Mesh

5

×

total / supply

Total Credits used :

Survival points :

200

no charring, no cooking

100

some charring but not cooked inside

0
Unused

Credits :

Challenge total

charred and cooked inside

7. 마무리
우주왕복선 방열 장치의 중요성과 실리카 방열 타일의 가열 실험에
서 시작된 단열판 제작 프로그램은 아주 재미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일선 학교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비용을 효
율적으로 사용해서 결과에 대한 점수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다. 프로
그램 활용 시 가열 장치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며 위험도가 다소 높은 프
로그램이지만 안전 대책 등을 잘 마련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1-4-8] Ablative Shielding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Charlene Pittman

2. Cosmic Distance
정리 :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김미순

cosmic distance활동은 팀원을 모두 4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
에 워크시트지를 주어 주어진 천체에 대한 이론을 책상위에 나타내게
하는 활동이다.
첫 번째 그룹은 Ptolemy(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AD 100 년
경 ~ 170년경)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점성학자
이다. 고대 이집트의 테바이드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추정되며, AD
168년쯤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했다.)에 대한 소개와 Almagest 로 알
려진 Ptolemy 의 책과 그 속에 담긴 Ptolemy 의 천동설을 알려주고 그
것을 그대로 책상위에 재현하도록 하였다.

[그림 1-4-9] 천동설에 따라 천체를 순서대로 배열한 모습

Ptolemy의 천동설에 의하면 지구 밖으로 달, 수성, 비너스, 태양, 화

성, 목성, 토성, 고정된 별순으로 놓여 있다고 한다.
두 번째 그룹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나타내었다. ( 코페르니쿠
스가 1543 년 〈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 libri Ⅵ〉 를 출간한 것은 서구사상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
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정지해
있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대과학의 출현에 지대
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 후 지구는 더 이상 우주의 중
심이 아닌 수많은 천체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고 수학적으로도 기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4-10] 코페르니쿠스의 이론대로 천체를 나열한 모습

코페르니쿠스에 의하면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바깥쪽으로 수
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순으로 행성이 놓여있다고 한다.
세 번째 그룹은 Kepler(지구 및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주에 대해 기하학적 설
명을 했던 고대의 천문학을 역학적 천문학으로 전환시켰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문학자이며 점성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운동의 3
가지 원리를 발견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원리들을 이
용하여 태양계의 공간구조를 명확히 밝혔다.)에 관한 것이다.

[그림 1-4-11] 케플러의 주장대로 나타낸 모습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은 큰곰자리의 별들의 정보로부터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1-4-12] 큰곰자리 / 큰곰자리를 이루는 7개의 별까지의 거리와 크기

[그림 1-4-13] 별의 크기와 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만든 모형

다음은 4개의 그룹이 모형을 모두 만든 후 돌아가면서 관찰한 것을
각각 기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모델과 만든 것으로부터 관찰한
것을 2개 쓰시오”이다.
마지막으로 ipad 를 이용하여 북극성 별자리를 찾고 고대의 별관측
자들이 이 별자리로 무슨 동물을 연상했는가를 묻고 주변에 다른 동물

들도 찾는 활동을 하였다.
프톨레미,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들
이고 그들이 주장한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수업내용에 접근
하는 방법에 우리와 달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새롭게 느껴졌고 smart한 세상에 알맞게 ipad 같은 최
신 기기를 수업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아주 즐겁게 수업에 참
여하였다.

3. ECLSS
(Environmental Control & Life-Support System)
정리 : 삼현여자고등학교 정 종덕

1. 프로그램 개요
우주정거장을 위한 환경 컨트롤과 생명유지 시스템(ECLSS)은 다음
과 같은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ㆍ 대사로 소모되는 산소를 공급하고, 선실내 공기에서 이산화탄
소를 제거한다.
ㆍ 음용, 음식준비, 위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한
다.
ㆍ 습도와 온도, 이산화탄소, 산소, 메탄, 수소, 질소 등의 분압을
조절 한다
지구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숨 쉬는 공기, 먹는 물, 그
외 여러 가지 조건은 지구의 자연적인 생명유지 시스템에서 공급하지
만, 우주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인공적인 방법으
로 해결해야 한다. 우주에서 물은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
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나오는 부산물로 얻을수 있지만, 손을 씻거
나 면도, 샤워를 하거나 오줌 등 못 쓰는 물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재
처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주어진 재료를 적게 사용하여 효율이 높
고, pH와 탁도, 전기전도도 등이 적정값이 되도록 하는 정수기를 만들
어 본다. 이런 전체 과정을 점수를 매겨 평가한다.

2. 적용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까지

3. 목표
① 우주정거장의 환경 컨트롤과 생명유지 시스템(ECLSS)에 대해 설
명할 수 있다.
② 각 재료의 특성과 성질을 이해하고 정수의 원리를 안다.
③ 가급적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 기준에 맞고 효율이 높은 정수기를
만들 수 있다.

4. 준비물
페트 물병, 깔대기, 무명천, 창문 방충망, 커피필터, 활성탄, ammochips, pasta, 전도도 측정기, 콩, 면 볼, 자갈, 모래, 칼, 가위, 테이프,
pH리본. 오염된 물(성분 : 수도물 4컵, 먼지나 실 보푸라기 1/4컵, 식
초 2티스푼, 레몬주스 1/4컵, 식료품용 물감 2방울, 반짝이 1/4티스푼,
머리카락 한 움큼)

[그림 1-4-31] 재료

5. 과정
1) 정수기 만들기
① 아래 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정수기를 만든다. 사용
한 재료의 량을 기록하고 비용도 계산하면서 만든다. 사용하지 않고 남
은 크레디트는 점수에 더해진다. 정수가 잘 되면서도 효율도 좋도록,
가급적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한다.
② 작품설명서에 그림을 그려서 구상을 하고, 조별로 토의를 한 후
제작을 한다.

2) 정수후 측정하기
정수 전, 후에 아래항목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3) 채점 기준 표

4) 채점 및 발표
위의 채점 기준 표에 의거해서 아래 채점표에 점수를 계산하고, 조별
로 작품을 설명한 후 물을 마시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신다.

6. 결과물

[그림 1-4-32]

7. 기타 (참고자료)
1) 원리
사람이나 동식물에게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있듯이 자연계에도 스스
로 오염 물질을 없애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자정 작용 또는 자연정
화 작용이라고 한다.
그중에서 물의 오염 성분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 물의 정화
또는 정수'라고 한다.
이 실험에서 만든 간이 정수기는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면서
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흙탕물은 일종의 혼합물이다. 이러한 혼합
물을 순수한 물과 무해한 성분만을 남기고 오염물을 제거해 분리하는
것이 물의 정화과정이다. 자연에서 더럽혀진 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정화된다. 강이나 호수에서 큰 먼지나 흙가루가 밀도 차에 의해 바닥으
로 가라앉고, 유기 물질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된다. 또 더러워

진 물이 강물이나 호수의 깨끗한 물과 합쳐지면 묽어져서 오염도가 낮
아지는 것도 대표적인 정수과정이다.
이 실험에서 만든 정수기 모형은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면서
정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더러운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면 크기가 큰
먼지 알갱이들이 걸러진다. 그리고 깨끗한 모래층이나 석탄층을 느린
속도로 지나면서 물속의 오염 물질들이 제거된다. 자갈과 굵은 모래,
고운 모래 등을 쌓은 것은 이러한 자연적 정수방법을 축소시킨 것이다.
그러면 활성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활성탄은 다공성 물질로
표면적이 넓어 먼지를 비롯한 미세한 물질을 잘 흡착해 오염 물질을 제
거 하는데 사용된다. 간장을 담글 때 숯을 띄우거나 우물 바닥에 숯을
두어 불순물을 제거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2) 작품설명서

3) 재료소개
AMMO-CHIPS

[그림 1-4-14]

4)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그림과 발표, 물마시기

[그림 1-4-15]

4. Lunar Base Challenge
- 달기지 건설 정리 : 강북중학교 전종호

Lunar Base Challenge 프로그램은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이다. 주어진 임무에 맞게 재료를 구입해서 달 기지를 건설하고 모형으
로 제작한 달 기지를 모둠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스토리로 발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1. 달기지 모형
BA300 Module, Habitat Rack, Biomed Rack, Science Rack,
Hydroponics Rack, Robotics Rack, CLS Skywalker, Solar Panel,
Lunar Rover Bay, He-3 Extraction Facility, Mining Facility,
Nuclear Power Plant, Launch Facility, Telescope Facility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1-4-16] 달기지 모형_1 / 달기지 모형_2

2. 달기지 건설 임무
Lunar Base Challenge
Mission Objectives
Deep Space Telescope Facility

Earthbound telescopes are easy to maintain and upgrade, but have
always had to contend with atmospheric distortion, while space based
telescopes are hard to keep up to date with the most advanced
equipment. Your company′s mission is to create a Lunar telescope
that combines the benefits of both terrestrial and space based
telescopes. To complete your mission objectives, your Lunar base
must contain:

3 Science Racks
1 Space Telescope Facility

3. 재료 구입 가격
Lunar Base Challenge
Materials Price List
BA300 Module (choose 1)

0 Units Power

0 Units Food

100 Credits

• Habitat Rack

-1 Units Power

-3 Units Food

50 Credits

• Biomed Rack

-2 Units Power

-1 Units Food

100 Credits

• Science Rack

-3 Units Power

0 Units Food

150 Credits

• Hydroponics Rack

-2 Units Power

5 Units Food

75 Credits

•

-2 Units Power

0 Units Food

100 Credits

0 Units Power

0 Units Food

500 Credits

• Habitat Rack

-1 Units Power

-3 Units Food

50 Credits

• Biomed Rack

-1 Units Power

-1 Units Food

100 Credits

• Science Rack

-1.5 Units Power

0 Units Food

150 Credits

• Hydroponics Rack

-1 Units Power

5 Units Food

75 Credits

•

-1 Units Power

0 Units Food

100 Credits

5×7

5 Units Power

0 Units Food

50 Credits

3×5

2 Units Power

0 Units Food

25 Credits

Lunar Rover Bay

-2 Units Power

0 Units Food

100 Credits

He-3 Extraction Facility***

-5 Units Power

0 Units Food

300 Credits

Mining Facility

-3 Units Power

0 Units Food

250 Credits

Nuclear Power Plant**

10 Units Power

0 Units Food

150 Credits

Launch Facility****

-2 Units Power

0 Units Food

500 Credits

Telescope Facility

-4 Units Power

0 Units Food

750 Credits

Robotics Rack*

CLS Skywalker (choose 4)

Robotics Rack*

Solar Panel

*Robotics

Modules

increase

productivity

and

double

the

production

of

Hydroponics, Nuclear Power Plants, Mining Facilities, and H3 Extraction
Facilities.

***H3 Extraction Facilities produce one unit of Hydrogen 3.
**Nuclear Power Plants require one unit of Hydrogen 3 to operate.
**** Launch Facilities require two units of Helium 3 to operate.

4. 예산 목록
Lunar Base Challenge
Budget Sheet
Item

Quant. Power

××××××××

Food

××××× ×××××× ×××××

Cost

Total Spent

Balance

×××××

××××××××

2000 Credits

Habitat Rack

1

-1

-3

50

50

1950 Credits

⋮

⋮

⋮

⋮

⋮

⋮

⋮

5. 예산 기재(예시)
위에서 주어진 달기지 건설 임무를 바탕으로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 목록을 기재
해보면 다음과 같다.

Lunar Base Challenge
Budget Sheet
Item
××××××××

Quant. Power Food

Cost Total Spent

××××× ××××× ××××× ×××××

Balance

××××××××

2000 Credits

Telescope

1

-4

0

750

750

1250 Credits

Science Rack

3

-9

0

150

450

800 Credits

BA300 Module

3

0

0

100

300

500

Solar Panel 5×7

3

15

0

50

150

350

☞ Power : (-4) + (-9) + (+15) = +2
☞ Power가 (-)값이 나오면 비효율적이다.

6. 달기지 건설
예산 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에 맞게 모형을 가지고 와
서 달 표면 위에 기지를 건설한다.

[그림 1-4-20] 달기지 건설_1 / 2

7. 스토리 발표
주어진 임무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종이에 발표 자료를 만
들고 발표한다.

[그림 1-4-21] 스토리 발표

[그림 1-4-22] Lunar Base Challenge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Tara Williams

8. 마무리
Lunar Base Challenge 프로그램은 달기지 건설을 위한 주어진 임무
를 완수하기 위해 비용, 에너지, 음식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달 기지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둠원들과 고민하여 예산
목록을 작성하고 모형을 이용하여 달 표면 위에 기지를 건설하였으며,
달기지 건설과 연관 지어 스토리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스토리 발표에서 외형으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의미들을 재미있게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발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

5. Lunar X-prize(달걀 착륙선)
정리 : 삼현여자고등학교 정 종덕

1. 프로그램 개요
달이나 화성의 표면은 암석 투성이의 산과 깊은 골짜기, 대규모의 협
곡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달이나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달걀 착륙선을 만들어 탐구해 보자. 달걀을 담아 낙하 시킬
때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든다. 구조
물을 만들 때는 달걀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재료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구조물의 종류는
착륙선과 탐사선이 있는데, 달걀은 탐사선에 실어야 하고, 탐사선은 착
륙선에 실어야 한다. 일정높이에서 착륙선을 목표지점에 낙하시키고,
착륙선에서 탐사선을 꺼내고, 탐사선을 경사면 위에 놓고 출발시켜 이
동한 거리를 잰다. 이런 전체 과정을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팀
이 이기게 된다.
2. 적용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까지
3. 목표
①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물의 형태를 이해하고, 가급적 적
은 재료를 사용하여 달걀이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구조
물을 만들 수 있다.
②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착륙시킬 수 있다.

③ 일정한 경사면에서 출발 시킬 때, 가장 멀리 갈수 있는 탐사선을
만들 수 있다.
4. 준비물
① 착륙선 : 30×45cm cardboard( 종이박스), 30cm 테이프, 풍선,
나일론 스타킹, 얇은 종이(반전지), 면 볼, 빨대, 30cm 실, 테이프
(1cm), 칼, 가위, 펀치
② 탐사선 : 30×45cm 카드보드(종이상자 재질), 30cm 테이프, 페
트 물병, 풍선, 도웰로드(가늘고 긴 막대), 지관(달걀이 들어갈 정도),
바퀴(페트병 마개), 파이프 클리너,

[그림 1-4-23]

5. 과정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탐사선과 착륙선을 만든다.
1) 요구조건 :
① 달걀은 반드시 집락 백(zip lock bag)안에 있어야 한다.
② 백 속에 든 달걀은 반드시 탐사선에 태워져야 한다.
③ 탐사선은 착륙선 안에 있어야 한다.
④ 착륙을 할 때 달걀은 깨지지 않아야 한다.
2) 아래 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탐사선을 만든다. 사용
한 재료의 량을 기록하고 비용도 계산하면서 만든다. 사용하지 않고 남
은 크레디트는 점수에 더해진다. 안전하되, 가급적 최소한의 재료를 사
용한다.

[그림 1-4-34]

3) 아래 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달걀 착륙선을 만든다.
사용한 재료의 양을 기록하고 비용도 계산하면서 만든다. 사용하지 않
고 남은 크레디트는 점수에 더해진다.
안전하되, 가급적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한다.

[그림 1-4-35]

3) 착륙선 낙하하기
① 바닥에 훌라후프를 놓고 낙하위치
를 정한다.
② 조별로 2층 난간에서 차례대로 착
륙선을 낙하시킨다. 훌라후프 안에 정
확히 낙하 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③ 달걀이 깨진 조는 탈락된다.
④ 낙하위치에서 벗어난 거리를 잰
다. 거리에 따라서 감점을 받는다.(1인
치당 1점씩 감점)
4) 탐사선 거리재기
① 경사면 위에 탐사선을 가만히 놓
고 최대로 이동한 거리를 잰다. 인치단
[그림 1-4-36]착륙선 낙하하기

위로 잰 총 이동거리를 점수에 더한다.
② 탐사선 안의 계란 파손 여부를 조사한다. ( 상처가 전혀 없으면
200점, 약간 금이 가면 100점, 깨지면 0점)

[그림 1-4-37] 탐사선 이동거리 재기

5) 채점
아래 채점표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그림 1-4-48]

6. 결과물

[그림 1-4-49]

7. 기타 (참고자료)
1) 프로그램의 배경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건물은 골격이 지지하고 있다. 기둥, 대들
보, 가새등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다. 책상이나 의자도 이런 버팀대와
지지대들이 견고하게 해 주고 있다. 우주선 역시 이런 견고한 보호장치
가 필요하다. 우주선은 우주인과 중요한 장비들, 안전한 항해를 위한
정밀한 기계와 컴퓨터 등을 싣고 있다. 우주선 내부를 안전하게 보호하
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엄청나게 큰 힘과 우주선이 발사될 때의 발사
열 및 공기와의 마찰열을 견뎌내려면 정말 특수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
다. 그러면서 또 우주선은 가벼워야 한다. 한정된 연료를 사용하여 우
주로 나가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로켓공학자들은 재료를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면
서도 필요한 강도 및 강성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체를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로켓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로 우리는 중

력이 의해 낙하하는 착륙선 안의 날달걀이 깨지지 않고 지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면서 구조적으로도 강한 착륙선을 만들어 보
자.

2) 달걀 착륙선 만들기 참고사항
① 달걀이 깨지지 않게 안전 구조물을 만들려면 달걀이 바닥에 떨어
질 때,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달걀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전체에 골고루 분산 되도록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
②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목표지점에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방
법은
첫째, 공기의 저항을 크게 하여 속도를 줄인다.
둘째, 떨어지는 물체의 질량을 작게 하여 충격량을 최소로 한다.
셋째, 떨어지는 물체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 안정되게 낙하 하
게 해야 한다.

3) 작품설명서

[그림 1-4-50]

[그림 1-4-51]

5) 참고 사이트
http://www.googlelunarxprize.org/ teams/omega-envoy/blog/thelunar-lander -eggs-prize-video#
http://pann.nate.com/video/208141578

6) Payload Operation Score 쉬트

[그림 1-4-52] ⓒNASA

6. Mission Patch Design
정리 : 덕장중학교 김세희

NASA에서 우주미션들이 계획되고 진행될 때마다 각각의 미션에 대
한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의 문양을 만들어 기념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미션패치에 대한 기원 및 지금까지 나사에서 제작된 미션패치의 의미
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한 캠프에 참여
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선생님들과 함께 소속된 팀에 대한 미션패치
를 만들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미션 패치는 나사의 우주인들 특히 Gordon Cooper에 의해서 1965
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패치는 미 공군들이 어깨에 부착하는 패치
들과 목적과 형태가 매우 비슷하였다.
하지만 초반 나사의 미션 패치들은
현재의 미션패치처럼 옷보다는 미션과
관계된 우주선에 이름이 새겨졌다. Gus
Grissom의 Gemini 3 미션에 사용된 우
주선은 새겨진 미션의 이름과 관련하여
작전수행을 기대만큼 하지 못하고 바다
에 추락한 것을 보고 나사 관계자는 이

[그림 1-4-61] [이미지출처] (링크)

후부터 우주선에 미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제한하였다. 이후
Gordon Cooper는 미션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원하기 위해 미션패치
를 Gemini 5 임무부터 탑승 우주인의 이름과 함께 우주복에 부착하기
시작하였다.

첫 논스탑 대서양 횡단 비행자 Charles Lindbergh에 사용된 미션 패
치 이름: Spirit of St. Louis
비행기 조종사 Richard Bong 의 2차
세계대전 40번째 승리를 기념으로 아내
의 이름인 Marge를 항공기에 부착함.

[그림 1-4-62] [이미지출처] (링크)

Chuck Yeager 의 2 차 세계대선 총
12번의 승리를 기념하고 처음으로 음속
장벽을 돌파한 기념으로 부인의 이름인
Glamorous Glennis를 기록함.
[그림 1-4-63] [이미지출처] (링크)

[그림 1-4-64] Gemini 3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미국 국기를 부착한 우주선
과(좌) Gemini 4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우주복에 미국 국기를 부착 (우) [이
미지출처] (링크)

이 패치는 성공적인 미션의 수행을 염원하여
“8 Days or Bust"라는 문구와 함께 제작되었으
며 오른쪽 가슴에 나사 엠블렘과 반대쪽 본인
의 이름표 밑에 부착되었다. 하지만 이후부터
[그림 1-4-65] Gemini V
[이미지출처] (링크)

는 슬로건은 삭제된 패치들이 제작되었다.
Gemini 5 미션 이후 무인 우주탐험과 관련해

서도 많은 미션 패치들이 전문 디자이너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우주
인들의 여러 복장 및 우주 사업에 대한 기념품의 의미로 많이 제작되었
다.
Lovell, Aldrin 에 의해 초승달 모양을 활용
하여 디자인 되었으며 할로윈 기간에 발사하려
고 하여 로마숫자 12를 상징화 시켰고 아폴로
프로그램 바로 앞전의 미션이었다.
[그림 1-4-66] Gemini XII
[이미지출처] (링크)

Grissom, White, Chaffee 에 의해 1976년 1 월
27일 아폴로 1 미션을 위해 제작된 미션패치

[그림 1-4-67] Apollo1
[이미지출처] (링크)

Borman, Lovell, Anders 는 달로 가는 미션에
서 돌아오는 길에 미션의 총 수행경로를 숫자
8로 이미지화 하여 미션패치를 제작하였다.
[그림 1-4-668] Apollo 8

Armstrong, Collins, Aldrin 은 미국의 상징
인 미션패치에 독수리를 등장시키는 아이디어
를 선보였으며 특히, 이들은 미션패치가 간단
하게 표현되기 바랬다. 원래의 디자인은 올리
[그림 1-4-69] Apollo 11
ⓒNASA

브 나뭇가지가 독수리의 부리에 물려있는 것으
로 표현되었으나 너무 공격적인 이미지로 여겨

져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Lovell, Swigert, Haise는 3번째 달찰륙을 시
도하였으나 발사과정 중에 고장으로 달 착륙이
라는 미션은 실패하였다. 하지만 나사 관계자
와 3명 우주인의 의지로 인하여 지구로 무사히
[그림 1-4-70] Apollo 13
ⓒNASA

귀환한 우주프로젝트이었다. 3 마리의 천마가
달로 향하는 의미를 지닌 미션패치이다.

[그림 1-4-71] ⓒNASA

ASTP project patch
US crew - Stafford, Slayton & Brand
USSR crew - Leonov & Kubasov

Young, Crippen에 의해 지휘된 첫 번째 콜
롬비아 셔틀 미션이었다.

[그림 1-4-72] STS 1
ⓒNASA

Crippen, Fabian, Huck, Ride, Thagard 에
의해 제작된 미션패치로 기념할 만한 기록이
많은 미션이었다. 우선 7번째 셔틀 미션, 첫 번
[그림 1-4-73] STS 7
ⓒNASA

째 여성 우주인이 탑승한 미션이었다.

Scobee, Smith, McNair, Onizuka, Resnik,
Jarvis, McAuliffe 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25 번
재 셔틀 미션이었다.
[그림 1-4-74] STS 51L
ⓒNASA

Brown, Lindsey, Robinson, Parazynski,
Duque, Mukai, Glenn 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92번째 셔틀 미션으로 25 번째 디스커버리 우
주왕복선의 미션이었다. 이 패치는 우주선 승
[그림 1-4-75] STS 95
ⓒNASA

무원들에 의해 과학기술적인 면과 역사적인 모
든 면들을 반영한 우주 미션들의 의미를 기리

기 위해 제작되었다. 패치의 의미를 보면 지구 가장자리에 빛이 지나가
는 경로를 우주선이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 미션이
태양과 관련된 미션임을 표현한 이미지였다. 굵게 표현된 숫자 ‘7’ 은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한 7명의 승무원을 의미하며 특히 승무원 중 Glen
의 Friendship 7 capsule에 의해 수행된 첫 번째 궤도 비행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로켓에 달려있는 깃털같은 선들은 로켓의 주요 목
적은 몇 가지 영역의 연구 분야: 미세중력 하에서의 물질 연구, 지구 및
우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학 관련 연구를 의미한다.

Husband, McCool, Anderson, Brown,
Clark, Chawla, Ramon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13번째 우주 셔틀미션이며 콜롬비아호의 28
번째 비행이었다. 주된 임무는 미세 중력과 관
련된 국제적인 연구 수행이었으며 16 일 동안
[그림 1-4-76] STS 107
ⓒNASA

지구 궤도를 돌면서 수행되었다. 패치의 가운
데 부분은 마이크로 중력단위를 심볼로 나타내

었고 이어서 지구의 지평선과 함께 선으로 표현되었다. 일출은 지구상
인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미세 중력에 대한 국제적인 새로운 연구
분야가 이 미션으로 열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단부 7개의 별
은 이 미션에 탑승한 7명의 우주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표현되었
으며 우측 하단부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스라엘 참여자를 표현하기 위
한 것이었다.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미션으로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대표하는 패치이다. 소
유즈 로켓과 ‘ 탐험’을 로마자 IX 로 표현하였
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쉽을 표현하
려고 하였다. 국제적인 연구인 ISS는 인류의 달
[그림 1-4-77] Expedition 9
ⓒNASA

과 화성에 대한 탐험을 이끄는데 기폭제 역할
을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주인들의 부단한

노력에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독수리의 날개는 인류의 우주 비행
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바톤은 이 미션이 위대한 발견들
에 대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Collins, Kelly, Lawrence, Noguchi,
Robinson, Thomas 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STS-107 승무원들의 콜롬비아호 귀환을 위한
[그림 1-4-78] STS 114
ⓒNASA

기념하기 위한 패치이다. 지구상을 올라가는
tu틀 안의 7개의 별은 관련 승무원들을 기념하

기 위한 것이며, 전체적인 지구 모양은 이 미션 비행이 성공귀환으로
끝나기 위해서 애썼던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기리기 위한 표
현이다. 배경 이미지는 지구상의 밤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국제우
주정거장(ISS)의 EVA 승무원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
운데 붉은 태양 모양의 심볼은 이 미션에 기여한 일본인들의 노력을 표
현하기 위한 것이며, 다채로운 색깔의 우주선 뒷부분 선들은 이 미션에
서 수행된 셔틀 점검 및 관련 실험,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 물품 보급
및 수리 등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7. Rocketry Workshop
- 로켓 제작 및 발사 정리 : 강북중학교 전종호

NASA 교육 프로그램답게 로켓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로
켓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서 시작하여 실제로 로켓을 제작해 보고, 발
사대가 있는 야외로 나가서 자신만의 로켓을 발사해 볼 수 있는 기회였
다. 또한 요즘 교육패러다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STEAM에 대한 접
근도 이루어져 로켓 공학의 이론과 실제를 엿볼 수 있는 실질적인 좋은
기회가 되었다.

1. 로켓 활용의 의미
가. 기본적인 로켓 안전
나. 세 가지 학습 형태(시각, 청각, 촉각) 사용
다. 팀워크(협력)
라. 기본적인 공학 기술
마. 우주 탐험에서의 흥미 유발

2. STEAM으로 바라본 로켓
가. Science :

로켓 연소, 데이터 수집, 뉴턴의 운동법칙, 과학적 방

법,
궤적 추진 비행경로를 계산하고 예측, 수학적 개념의 응용
나. Technology : CAD 프로그램, 영상 장치(카메라), 고도계, 건축

기술과 도구 소개, 발사대 건설과 측정 장치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전자공학
다. Engineering : 질량 중심과 중력의 계산, 로켓 디자인 과정
라. Art : 미션 패치, 로고 디자인, 멀티미디어, 사진과 신문 기사
마. Math : 고도, 속도, 거리, 각도 측정, 표면적과 부피

3. 사회학에서 바라본 로켓
가. 고대사 : 봉화, 무기, 해적
나. 세계사 : 냉전과 우주 경쟁
다. 지리학 : 우주왕복선과 국제 우주 정거장(ISS) 건설을 위한 국가
적인 노력
라. 중동과 아시아 문제 : 인도와 중국의 달에 대한 집념

4. 로켓 제작
EAGLE SCRVTM : Flying Model Rocket Kit Est 1766

[그림 1-4-71] 로켓 제작을 위한 준비물 / 엔진 부품 조립 ⓒNASA

[그림 1-4-72] 엔진 후크 연결 / 고정 ⓒNASA

[그림 1-4-73] 로켓 탄두 조립 / 분리 ⓒNASA

[그림 1-4-74] 로켓 탄두 고무줄 연결 / 몸체 부품 결합 ⓒNASA

[그림 1-4-79] 로켓 메인 몸체와 연결 / 낙하산 제작 ⓒNASA

[그림 1-4-76] 로켓 몸체와 낙하산 연결 / 장착 ⓒNASA

[그림 1-4-77] 로켓 내부에 엔진 연결부 결합 / 날개 제작 및 장착 ⓒNASA

[그림 1-4-78] 로켓 발사대 고정 장치 부착 / 최종 완성 ⓒNASA

5. 로켓 발사
로켓 발사용 화약
Model : Rocket Engine Motor NA0323, 1.4S, Single Stage

[그림 1-4-79] 로켓 발사용 화약 / 내장 ⓒNASA

[그림 1-4-80] 로켓 발사대 전기 공급 장치 ⓒNASA

[그림 1-4-81] 로켓 발사용 화약과 전극 연결 / 장착 ⓒNASA

[그림 1-4-82] 로켓 발사 스위치 / 발사 장면 ⓒNASA

6. 로켓 발사 장면

[그림 1-4-83] 로켓 발사 / 발사 후 낙하 ⓒNASA

7. 마무리
기본적인 로켓 공학에 대한 이론에서부터 로켓 제작, 로켓 발사 과정
으로 2일에 걸쳐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 활용 시 로켓 발
사용 화약 준비와 발사 장소, 발사 장치, 안전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4-84] Rocketry Workshop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Christopher
Myers

[출처]
Rocketry Suppliers
www.esteseducator.com
www.pitsco.com
www.apogeerockets.com
Rocketry Organizations
www.nar.org
www.tripoli.org

5. 체험 프로그램
1. Experiential Activities
정리 : 용담중학교 오현춘

아래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경험 활동에서 간단한 준비물과 참여자
들의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즐거움과 더불어 많은 철학적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단체 경험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적잖은 즐거움이지
만 그보다 더 큰 배움은 활동 이후 느낌이나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정
리하는 대화과정을 통해서일 것이다. 경험 활동을 체험하면서 재미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철학들은 경험활동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줄 것이다.

[그림 1-5-1] 활동 전 팀별 자기 소개 / 경험 활동

[그림 1-5-2] 경험 활동 / 활동 후 대화의 시간

1. BALL RING
가. 준비물 : 열쇠고리(테니스공이 적당히 걸칠 정도의 크기), 줄, 테
니스공, 콜라병 2개, 반경 1.5m 정도의 원 두 개(땅에 그리거나 로프로
설치)
나. 구성 : 1.2m 의 줄 8~10개를 열쇠고리에 묶는다(참가 인원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두 원을 서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리거나 설치한다. 각각의 원 안에 뚜껑을 제거한 콜라병 한 개씩을 중
간 부분에 놓는다. 열쇠고리 위에 테니스공을 놓은 다음 그 것을 한쪽
원의 콜라병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다. 이 때 열쇠고리는 콜라병 머
리 부분에 걸치게 되고, 테니스공은 병위에 놓이게 된다.
다. 목표 : 테니스공을 한쪽 콜라병에서 다른 콜라병으로 옮겨 놓는
다.
라. 규칙
1)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든지 테니스공을 만져서는 안 된다.
2) 어떤 상황이라도 몸의 일부분이라도 원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3) 만일 테니스공이 열쇠고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
작해야 한다.
4) 테니스공이 원 경계선의 바깥에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며, 원 경계선 안쪽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마. 명심할 사항
1) 재미있는 각본으로 독창적인 활동이 되도록 자유로운 느낌을 갖

도록 하자.

2) 변형
가) 가끔씩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0까지 세는 동안 참가자들이 다른
줄로 바꿔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참가자들로 하여금 두 번째 콜라병이 어디에 있는지 알거나 보
지 못하도록 한다.
다) 혹시 알고 있는 경우는 활동이 진행되는 도중에 동료로 하여금
몰래 위치를 바꾸어놓도록 한다.
라) 줄을 붙잡고 테니스공을 열쇠고리 위에 올려둔 채로 그룹이 진
행하는 중간에 계단, 복도, 테이블 밑 등을 통과하는 코스를 추가하여
난이도를 높인다.
바. 활동을 마치고 난 후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들
1) 무엇인가 갑자기 변하거나 당신의 계획을 바꾸어야만 할 때는 언
제인가?
2)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힘써 일할 필요가 있는가? 행동이 굼뜬 사
람 때문에 당신이 두 배나 더 힘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당사자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 BLIND POLYGON
가. 준비물 : 원 모양으로 묶은 로프 1개(길이 1.5m정도)
나. 구성 : 아무도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히지 않을만한 열린 공간, 서
로 마주본 채로 로프를 붙잡고 로프 바깥쪽에 선다.
다. 목표 : 팀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로프로 특정한 형태를 만든다.

라. 규칙
1) 누구나 항상 천천히 걸어야 한다.
2) 참가자는 손이 로프를 따라 미끄러지게 하되, 당분간 손을 로프로
부터 떼어서는 안 된다.
3) 정확한 형태를 만들었다고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참가자들의 눈
을 막아 두어야 한다.
마. 명심할 사항
1) 당신은 볼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므로, 참가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들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떠들어대야 한다.
2) 전형적으로 원, 삼각형, 사각형, 정사각형, 오각형 형태로 갈수록
어렵다.
바. 활동을 마치고 난 후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들
1) 활동을 하는 내내 얼마나 많은 지도자와 추종자가 있었나? 지도
자와 추종자의 적당한 비율은 얼마인가?
2)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신을 이
끄는 사람을 신뢰해야할 때는 언제인가?

3. CIRCLE THE CIRCLE
가. 준비물 : 훌라후프 한 개나 두 개
나. 구성 : 팀이 손에 손을 잡고 원형으로 둘러선다. (두 사람이 훌라
후프를 통과하여 손을 잡는다. 이 때, 훌라후프가 원을 통과할 수 있고
팀원들이 손을 떼지 않고 훌라후프를 지나할 수 있도록 먼저 잡고 있는
다.) 모든 팀원들이 엄지와 검지를 직각으로 편 상태에서 검지 위에 훌
라후프를 걸친다.

다. 목표 : 팀이 가능한 한 빨리 훌라후프를 전원이 통과한다.
라. 절차
1) 규칙을 설명한다.
2) 첫 번째 시도하여 시간을 잰다.
3) 팀에게 전략을 세우고 다음 번 시도를 위한 목표를 세우도록 한
다.
4) 만일 쉽게 성공하면 도전 과제를 변형하여 제공하라.
마. 규칙
1) 누구든지 어느 지점에서라도 손을 뗄 수 없다.
2) 어느 지점에서든 훌라후프가 땅에 닿으면 안 된다.
바. 명심할 사항
1) 팔꿈치로 옆 사람 얼굴을 치는 사고에 조심하라.
2) 변형
가) 훌라후프 2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 훌라후프 2개를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이 때는 훌라후
프 두 개의 크기가 달라야 한다).
사. 활동을 마치고 난 후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들
1) 목표를 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2) 이것이 개인 과제인가 혹은 팀 과제인가?
3) 옆 사람을 어떻게 도왔는가?
4)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4. STEPPING STONES
가. 준비물 : 정사각형 모양의 나무판, 1.2m×1.2m 넓이의 받침대
등
나. 구성 : 출발선, 결승선이 표시된 열린 넓은 공간
다. 목표 : 팀원 전체가 한 번도 땅에 닿지 않고 출발선에서 결승선
까지 무사히 건너는 것
라. 규칙
1) 누구든지 언제라도 발판과의 접촉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 만일
떨어지면, 그 발판은 치워지게 된다.
2) 누구든지 언제라도 서로 접촉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 만일 떨어
지면 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3) 누구든지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에서 땅에 닿아서는 안 된다. - 만
일 닿게 되면, 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4) 오직 발판만이 땅으로부터 안전하고, 삼킴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5) 모든 팀원들과 발판이 결승선을 지나가야 한다.
마. 명심할 사항
1) 1.2m×1.2m 넓이의 발판을 사용할 때, 벽이나 혹은 참가자들이
균형을 잃어 넘어질 만한 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
라.
2) 비슷하게, 만일 참가자가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그들의 친구들을 끌어 넘어뜨리기 보다는 차라리 땅 위에 가볍게
발을 내딛도록 조장하라.
3) 촉진자는 이 활동을 위해 많은 창조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재미

있는 각본을 만들고, 규칙을 어겼을 때 벌칙(눈을 가리게 하거나, 팔을
사용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등)을 내릴 수 있다.
바. 활동을 마치고 난 후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들
1) 언제 팀과 연결되어 있었나?, 옆 사람이 당신의 균형을 유지시키
기 위해 어떻게 했나?
2) 실제 삶에서 당신을 지지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를 지
지해주었나?
3) 당신의 행동이 주변의 팀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경험적 배움의 철학들
◈ 경험적 배움 주기
종종 중국 속담으로 쉽게 언급되는,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
하고, 행하면 이해한다.”는 경험적 배움 주기는 배움 활동이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David Kolb 의 이론에 기초
한다. David Kolb 의 네 가지의 기본적 배움 유형―구체적 경험, 반사
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그리고 실제적 실험―은 각각 경험적 배움 주
기의 네 단계와 하나씩 연결된다.
가르침에서 경험적 배움 주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일이나
과정의 결과가 확인되었거나 조사된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참가
자들은 일어난 구체적인 일들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경험들로부
터 많은 것을 배운다. 경험이 이 주기의 촉진자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반성과정은 최상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필수적이다.
반성 과정에서 “이 활동에서 무슨 일이 있어났나?”, “일어난 일들로

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와 같은 간단한 질문은 구조와 방향을 제공해준다.
사람들이 경험의 중요성을 탐험하고 이를 그들 자신의 삶에 의미 있게
연결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토론과 반성을 할 때이다. 만일 참가
자들에게 반성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잠재적 배움의 기
회는 제한되고, 모험 경험의 온전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
다.

◈ 완전한 가치 계약
완전한 가치 계약은 그룹의 독특한 정신과 목적에 적합하다. 모든 그
룹 멤버에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로 발전된 공유된 창조이며, 그것은
모든 그룹 멤버에 의해 지지되는 정서적･육체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창
조한다. 완전한 가치계약의 모든 버전은 그룹에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
한다.

1. 그것이 작용되는 상황 하에서 안전과 정중한 행동규준을 이해하
거나 창조할 것
2. 그룹 내의 모든 사람에 의한 규준들에 책임을 질 것
3. 그들 규준들의 유지를 위해 공유된 책임감을 받아들일 것

◈ 선택에 의한 도전
선택에 의한 도전은 참가자들에게 다음을 제안한다.
1. 지지, 보호, 돌봄의 환경에서 잠재적으로 어렵거나 두려운 도전과
만날 기회

2. 미래 시도를 위한 기회는 항상 가능하리라는 것을 알고, 수행 압
력이나 자기회의가 너무 강해질 때 뒤로 물러설 기회
3. 시도가 수행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게 도전할 기회
4. 개인적인 생각과 선택에 대한 존중
선택에 의한 도전은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도전하고 각 그룹 멤버들
에게 다른 수준과 유형의 도전을 제기할지도 모르는 어떤 활동이나 목
표를 인식하는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선택에 의한
도전은 참가자들이 도전을 경험하는 동안 뻗어나가고 성장할 기회를
찾도록 요구하는 환경을 창조해낸다.
선택에 의한 도전을 수용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기지개를 펼 수 있도
록 지지와 보호 분위기를 창조하면서 모두에게 사려 깊은 선택을 존중
하도록 고무시킨다. 그것은 개인과 그룹이 결심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결코 편안하지도 않고 공황상
태도 아니지만 종종 발견되는 성장과 배움의 위대한 기회가 있는, 약간
은 불편한 기지개 공간에 존재하는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관한
배움의 기회를 창조한다.

◈ GRABBSS(그룹과 활동에 대한 평가 도구)
Goals( 목표) : 그룹이나 개인의 목표에 관련된 활동들이 어떠했
나?
Readiness( 준비도) : 그룹이 활동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것인가?, 그들이 시도하거나
끝마칠 능력을 가지고 있나?, 준비성 부족을 보상할 활동을 변화시키

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준비성 부족에 근거해서 계획된 활동을
없앨 필요가 있는가?
Affect(정서)-그룹의 느낌은 어떤가?, 그들은 어떤 종류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그룹에서 공감이나 상냥함의 수준은 어떤가?
Behavior(행동)-그룹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들은 저항적인가?,
파괴적인가?, 사근사근한가?, 그들이 개인 지향적인가, 그룹 지향적인
가?, 그룹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협력하는가?
Body(몸) - 그들은 어떤 타입의 몸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피곤한가?, 그들이 약물을 복용하는가?, 그들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들이 활동상 어떤 제약을 받는가?
Stage(단계)-그룹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 각 개인들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 ,행동들이 단계의 평가와 일관되는가?
Setting(배치)-배움의 환경은 어떤가? 그것을 표시하는데 있어 제
한 조건은 무엇인가?, 제안하는 기회는?, 그룹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적 요소들(인종, 성, 민족성, 경제적 배경 등)은 무엇인
가?, 배경이나 세계관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

◈ 경험활동 자료를 소개한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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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in, James, and Barry Jolliff. Teamwork and Teamplay.
Dubuque, IA :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1998.
▷ Collard, Mark. No Props. Beverly, MA : Project Adventure,

Inc., 2005.
▷ Frank, Laurie S. Journey Toward the Caring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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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Adventure. Silver Bullets 2nd Ed. A Revised Guide to
Initiative Problems, Adventure Games, and Trust Activities. Bev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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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uttle Mission
- 실제 우주인이 되어 임무 수행하기 정리 : 한성과학고등학교 변태진

Shuttle Mission 은 실물과 유사하게 제작된 ISS 모듈과 우주왕복선
조종실 그리고 관제 센터에서 각자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역할놀이와
유사하다. 하지만 모든 장비와 버턴이 실제 작동하고, 매뉴얼을 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어 팀워크가 그 어떤 활동보다도
중요하다.

1. Shuttle Mission Overview
Shuttle Mission이 개략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코너. 1시간 정

도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임무가 어떻게 나
누어져 있는지 알려줌.

[그림 1-5-21] 2011년까지 운영되었던 우주왕복선 Discovery호, Atlantis호,
Endeavour호에 대한 소개

우주왕복선에 대한 안내가 끝나면 임무에 대한 안내가 이어진다.
Space Camp에 있는 Mission Operations Control Room 은 Marshall
Space Flight Center, Kennedy Space Center, Johnson Space Center
를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Fight Director (FD) : 모든 미션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매니져
Capsule Communicator (CAPCOM) : 우주왕복선(orbiter)과 커뮤니케이
션하는 사람
Extra Vehicular Activity Officer (EVA) : EVA 활동을 조정하고 관찰하는 사
람
Instrumentation & Communications Offer(INCO) : 데이터를 점검하고 경
로를 확인하는 사람
Mission Scientist (MST) : MOCR과 Station사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
Propulsions Officer (PROP) : 셔틀의 추진체 부분을 모니터하는 사람
Communications and Tracking (CATO) : NASA 와 일반인을 연결하는 링
크를 서비스하는 사람
Commander (CDR) : 셔틀 비행을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사람 주조
종사
Pilot (PLT) : 비상 상황에서 CDR을 대체하며 CDR을 보조하는 부조종사
Mission Specialist 1 (MS1) : EVA 의 Commander. EVA 에서 일어나는 것
을 책임지고 관장
Mission Specialist 2 (MS2) : EVA활동을 MS1과 함께 수행
Station Commander (SSCDR) : 우주정거장의 승무원과 활동 전체를 관장
하는 사람
Flight Engineers (FE) : 실험을 수행하며 정거장을 정비하는 사람

그리고 통신을 하는 법에 대해 배운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할 때 “Roger” 또는 “Copy”라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림 1-5-27]

[그림 1-5-28] 임무 선택 질문지

임무소개의 과정이 끝나면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를 매겨 달라고 나누어 준다. 이 질문지를 바탕으로 자신
의 임무가 결정된다.

2. Shuttle Hardware
우주왕복선 구조와 운용에 대해 배우는 시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은 2011년 아틸란티스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지만 지금까지 ISS 에
우주인을 수송하고 허블우주망원경을 수리하는 등 여태껏 수많은 임무
를 수행하였다. 이 시간에는 우주왕복선에 로켓이 어떻게 달려있고, 고
체연료부스터, 액체연료 탱크, 왕복선에 대해 자세한 구조와 기능을 배
운다. 이 강의는 우주왕복선의 본체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 뿐 아니
라 Shuttle Mission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기초 강의이다.

[그림 1-5-29] 로켓의 기본 요소인 SRB(고체연료부스터)

[그림 1-5-30] SSME(셔틀메인엔진) ⓒNASA

[그림 1-5-31] ET(액체연료탱크) ⓒNASA

3. Mission Training
임무가 결정되면 직접 자신이 임무를 수행할 곳을 가서 임무에 대한
소개와 작동법 등을 배우게 된다. 각 장소에 가면 조교가 반갑게 맞이
하며 장비소개와 역할, 장동법에 대해 친절히 알려준다. Training 시간

때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기에 좀 더 여유롭게 모르는 것에 대해 질
문할 수 있다. 이 때 자신의 임무와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하면
본 임무 수행 때 어려움을 겪기에 잘 알아두어야 한다.

[그림 1-5-32]

[그림 1-5-33]

4. Shuttle Mission
이제 실전이다. 정해진 Timetable과 임무카드에 따라 실시간으로 임
무를 수행해야 한다. 2시간 정도 쉴새 없이 진행되며, 임무에 따라 차
이는 있지만, 2시간 내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그림 1-5-34] ISS KIBO 실험실에서 Time Table. Time Table에 맞추어 임무
를 수행해야 한다.

[그림 1-5-35]

[그림 1-5-36] ISS 내의 계기판. 임무 매뉴얼과 Time Table에 맞춰 버턴을 조작해야 한다

[그림 1-5-37]

6. 마무리
Mission 활동이 끝나고 다면 분임 전체가 모여 사후 평가를 하는 시
간을 가진다. 뺑둘러 앉아 잘한 점과 아쉬운 점. 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교환하였다. 영어실력이 부족해 사후 평가의 내용을 잘 알아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향상 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림 1-5-38]

3. Zip-Line 훈련
정리 : 덕장중학교 김세희

[그림 1-5-31] 짚라인 훈련장 / 안전을 위해 물 위에서 진행되었다.

실제 우주선 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은 시험훈련 및
위기상황 대응훈련이 있다. 챌린저 폭발사고 이후 예기치 못한 위기상
황이 발생했을 때 우주선에서 우주인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NASA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짚라인
을 이용한 우주선 탈출이다. 이 활동을 통하여 우주선 탈출능력을 향상
시키고, 또한 팀원 간 배려 및 협동심을 키우는데 짚라인 훈련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림 1-5-32]우주선 발사 시험훈련과정에서 위기상황 탈출 훈련시 짚라인을 활용한다
[이미지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UCVjEKk1TWg

무더운 미국 남부의 여름 날씨 속에서 팀원들은 차분하게 짚라인 훈
련에 참여하였다. 안전을 위해 한 명 한 명 차례로 진행되었는데 안전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짚라인 타는 곳으로 올라가는 시간 및 다시 팀원
들이 있는 곳에 와서 입고 있는 안전장치들을 다른 팀원들에게 주는 시
간이 꽤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선생님들은 서로를 위해 기다리
고 배려하며 또한 이 훈련을 두려워하는 다른 동료들을 격려하였다. 그
리하여 모든 팀원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였고 성공하는 긍정적인 경험
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5-33] 안전장치를 서로 입혀주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그림 1-5-35] 실제 낙하 / 모든 팀원들의 성취감 공유

[참고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UCVjEKk1TWg

4. Astronaut Simulators
- 달 중력체험 장치와 다중 축 트레이너 체험
정리 : 대치중학교 이지노

1. 달 중력체험
달 중력체험 장치 시뮬레이터는 달에서 도보 훈련에 사용되는 하나
로 아폴로 우주 비행사를 모델로 하고 있다. 지구의 중력에 1/6인 달의
중력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60Kg 무게인 사
람이 달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1/6로 감소하여 10Kg 무게가 된다. 따라
서, 이 의자에 앉아서 걸으면 달에서 감소된 중력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밑에서 중력을 1/6로 줄여주지 못하므로 위에서
당겨준다. 사진처럼 스프링이 달린 의자에 앉으면 스프링에 장력이 생
기고 장력으로 인하여 가볍게 높이 뛸 수 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익숙한
우리들은 달에 가면 불편하다. 너무 많이 힘을 준다면 몸이 많이 움직
여 넘어질 수 도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달에서는 최대한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5-41]

평상시에 놀이 기구 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본 교사도 무리 없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줄을 계속 잡아 주면서 다녀야
하므로 교사들은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활동이었지만 모두가 흥미 있
게 참여하는 활동이었다.

2. 다중 축 트레이너 (Multi Axis Trainer)
gimbal rig 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각각 회전할 수 있는 세 개의 관
모양의 알루미늄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실제 우주 비행사가 지
구 대기권에 재 돌입할 때 우주선이 회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몸의 혼
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행 중 긴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30rpm 속력으로 회전, 던져짐, 흔들림이 조합한 운동을 할 수
있다. 조정장에서 제어장치에 의해 복합적인 흔들림 운동이 시작된다.
우주비행사는 스위치로 조정한다. 그의 눈높이 앞으로 올려진 장비를
읽으면서 자신의 움직임을 해석하고 교정한다.
1960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 까지 수성탐사 우주인 7명 모두 에게
gimbal rig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들 모두는 비행시간인 5시
간동안 이 훈련을 받았다. rig는 장비조정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눈 흔들림이나 멀미와 같은 흔들림의 심리적 효과에도 사
용되고 있다.

[그림 1-5-42] 다중축 트레이너

평소에도 차멀미를 심하게 하는 저질 체력으로는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을 느껴서 체험할 수 없었다.

6. 견학 프로그램
1. Saturn V rocket park tours
정리 : 대전 지족중학교 배성희

Saturn 로켓 거리는 U.S. Space & Rocket Center 로의 접근이 가까
워지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다. Saturn 로켓
거리를 지나가면서 높이 솟아 있는 모든 로켓을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
러 명이 함께 이동을 하다 보니 다 담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림 1-6-1] Saturn 로켓 거리 / 엔진

[그림 1-6-2] 야외 전시실에 있는 로켓 엔진 하나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사진 / 모형비행기

<모형 비행기 뒤편에 전시된 문구>
The rocket will free man from his remaining chains, the chains of
gravity which still tie him to this planet. It sill open to him the gates
of heaven. -Werner von Braun

[그림 1-6-3] 머큐리 프로젝트

비행 동안에 우주비행사에 머큐리 캡슐에 대해 느낌을 주기 위해 머
큐리 시뮬레이션장치는 디자인되었다. 더 많이 비행 통제와 긴급 조치
를 알기 위해서 수성 우주비행사는 모의 장치를 사용했다. 엔지니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것을 풀기 위해 우주비행사 비행을 보냈다.

[그림 1-6-4] 제미니 프로젝트의 로켓 일부 / Saturn 로켓 내부

제미니 프로젝트는 미국의 두 번째 유인 spaceflight 의 프로그램이
다.
프로젝트 수성의 성공 후에, 제미니프로젝트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
하고 아폴로 프로그램에 디딤돌의 역할을 했다. 제미니 임무 모의 장치
는 공간을 맞추고, 틀에 넣고 움직이는 우주비행사 방법을 훈련시킬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그 역시 엔지니어에 의해 만약에 발생할 문제에 우
주비행사의 실제 spaceflight가 이루어졌다.

[그림 1-6-5 ]아폴로 1호는 발사하기 전에 훈련하다가 화재로 전원 사망을 했다. 이것으로 인해 아
폴로 계획은 무인으로 여러 차례 시험 운행하였고, 아폴로 11호때 달 착륙을 성공하게 된다

[그림 1-6-6] Saturn rocket 1:10 비율로 전면 중심으로 / Saturn 로켓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전시
되어 있는 공간

[그림 1-6-7] Saturn rocket 후면 중심 / 로켓 엔진의 종류

[그림 1-6-8] 아폴로 1호 때 입은 우주복 / 실제 우리가 만져본 우주복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우리는 위험한
비즈니스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프로
그램을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 공간의 정복은 삶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의 가치가 있다.”

우주복 자체를 만질 수 있도록 팀장이 안내해 주었고 자체 무게 때문
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림 1-6-9]

아폴로 15, 16, 17 호때 달 표면에서 관측을 담당했던 기구를 전시하
고 있다. 그리고 아폴로 우주 계획이 달 표면에 착륙해서 관측하고 실
험을 했던 곳을 바닥면에 표시하고 있다.

[그림 1-6-10] 달에 착륙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다시 귀환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Mammoths & Mastodons 특별전시관
정리 : 전북 용담중학교 오현춘

미국 Alabama주 Huntsville시에 있는 U.S. Space & Rocket Center
에서는 상설 전시관과 특별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이번 NASA 연수 기
간 중 특별 전시관에서는 시카고 Field 박물관이 기획하여 순회 전시하
고 있는 Mammoths & Mastodons 전시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
시기간 2012.5.26~9.2)

[그림 1-6-21] 전시관 주소 / U.S. Space & Rocket Center 전시

[그림 1-6-22] U.S. Space & Rocket Center 항공사진 / Mammoths & Mastodons 특별전시
홍보 ⓒNASA

[그림 1-6-23] 전시관 입구

U.S. Space & Rocket Center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 입장권이
나, 일정 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 가족 이용권 등이 필요하
다. 이런 입장권이 있으면 특별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물론 본 센터
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Camp 활동 참가자에게는 언제라도 모든
전시관과 구내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
Mammoths & Mastodons 특별 전시관은 상설 전시관 옆 한쪽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여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경험
할 수 있는 전시 형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지만 이용 대상이 학생
들이나,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벽이나 패널을
많은 글씨로 꽉 채우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재미있는 그림
과 함께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전시물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먼저, 코끼리와 매머드의 유연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
시물이다. 우리가 교과서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계통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전시실 입구 쪽에 “매머드는 코끼리의 조상이 아닙니까?”라

는 눈에 띄는 커다란 글씨로 표시하여 관람의 주요 포인트를 제공한다.
먼저 궁금증을 유발하고, 아래쪽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답은, “그렇다.”이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의 조상은 아니다. 대신,
매머드와 코끼리는 가까운 친척 관계이며, ‘Elephantidae’와 같은 과에
속한다.
아프리카에서 약 600만 년 전, Elephantidae의 가지가 셋으로 갈라
졌다. 오늘날 아프리카 코끼리의 조상인 Loxodonta, 아시아 코끼리의
조상인 Elephas, 초기 매머드인 Mammuthus로 말이다. 매머드는 멸종
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는 ‘Elephantidae’의
마지막 남은 구성원이다.
앞의 계통수에서 보듯이 American Mastodon 은 ‘Elephantidae’ 과
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인 4,400만 년 전쯤에 ‘Paleomastodonitae’ 과
에서 분기되고, 다시 2,000만 년 전 이전에 ‘Mammutidae’ 과로 분기
되었다가, 이후 1,000만 년 전 이전에 멸종되었다.
다음은 실물 혹은 골격 모형으로 여러 종류의 매머드와 마스토돈, 그
리고 다른 관련 동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American mastodon
American mastodon 은 텁수
룩한 털이 있는 두꺼운 외피를
가지고 있어 생김새가 Woolly
mammoth를 닮았다. 몇 개의 골
격이 털이 붙은 채로 발견되었는
데, 머리털을 조사해보니 마스토

[그림 1-6-24] Amercian mastodon

돈은 매머드가 지닌 속 털의 특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스
토돈의 어깨까지를 잰 키는 3m, 무게는 6 톤에 달했는데, 이 것 역시
Woolly mammoth와 비슷하다.

그러나, 마스토돈과 매머드 사이에는 골격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
인다. 마스토돈의 이빨은 코끼리 가족의 것들과 현저하게 다르다. 무디
고, 원뿔형이며, 어금니의 치관에 젖꼭지 모양의 돌기가 나 있다. 이것
은 풀을 뜯어먹는데 사용하는 매머드의 높은 치관의 이빨보다는 나뭇
잎을 씹는데 더 적합한 형태다.
마스토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젖꼭지 이빨”이며, 그들의 속에 대
해서 퇴화된 이름이다. 그들의 두개골은 매머드보다 더 크고 납작한 반
면 더 단단하고 튼튼하다.

Lyuba woolly mammoth(replica)
Lyuba(러시아 말로 ‘ 사랑’을
뜻함)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완벽한 매머드 종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위 그림
의 암컷 매머드는 약 42,000 년
전 시베리아에서 죽었다. 죽을
때 나이는 생후 약 1개월 정도였다.

[그림 1-6-25] Lyuba woolly mammoth

Pygmy mammoth
100,000에서 10,000 년 전에
살았다. 모든 매머드가 거대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California에 있는 Channel섬
의 Pygmy mammoth 는 큰 말
정도의 크기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림 1-6-26] Pygmy mammoth

Pygmy mammoth 는 Woolly
mammoth나 Columbian mammoth 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종이다. 그
리고 섬 생활에 특별히 적합했다. 큰 본토에 사는 사촌 종보다 더 가파
른 지역을 움직여 다니면서 음식을 덜 먹고 더 민첩했다.
Columbian mammoth
Columbian mammoth (Mammuthus columbi)

는 Mammuthus

meridionalis 의 후손이다.
그리고 Pleistocene 후기에 북
아메리카(현재는 미국과 니카라
구아와 온두라스 훨씬 남쪽에 이
르기까지)에서 출현한 코끼리의
멸종된 종이다.
화석이 발견된 위치와 크기가

[그림 1-6-27] Columbian mammoth

비슷하기 때문에 몇몇 권위자들에 의해 약간 큰 사촌 종인 지배자와 같
은 종으로 믿고 있다.

Columbian mammoth 는 약 12,500년 전 쯤에 전체적으로 사라져
간 멸종 종인 American megafauna 의 마지막 개체 중 하나였다. 그러
나 몇몇 종은 9,000년 혹은 그보다 작다. Nashville, Tennessee 근처에
서 발견된 것은 단지 약 7,800년 전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Columbian Mammoth 와 Woolly mammoth 사이의
이종교배란 증거가 있다.
Gomphotherium
크기와 형태가 코끼리와 비슷
한 Gomphotherium 은 유럽의
첫 번째 Proboscidean 이었다(2
천 3백만 년~5백만 년 전). 하지
만 화석이 아시아나 아메리카에
서도 발견된다.

[그림 1-6-28] Gomphotherium의 이빨과 엄니

Gomphotherium은 위쪽과 아래쪽 두 쌍의 엄니를 가지고 있다. 위
쪽 엄니는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으며, 아래쪽 엄니는 길이가 몇 피트
정도 된다.
매머드의 이웃
전시관에는 매머드나 마스토
돈 외에도 여러 동물의 두개골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물도 있다.
어떤 동물의 두개골인지를 예상
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Pleistocene 시대 혹은 마지막

[그림 1-6-29] 매머드 이웃들의 두개골

대 빙하기 동안 매머드는 토끼, 영양, 낙타, 말 등 다른 초식동물들과,
매머드와 마스토돈 이후 가장 큰 초식동물인 거대 땅 나무늘보 와 북아
메리카 지역에서 같이 지냈다.
강한 육식동물 또한 이들 지역에 함께 분포했다. 무서운 늑대, 짧은
얼굴 곰,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매머드의 약탈자 미국의 언월도인 이빨
이 날카로운 고양이 등이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서양낙타, 서양말, 미국 언월도 모양 이빨 가진
고양이, 짧은 얼굴 곰, 솜털꼬리 토끼, 무서운 늑대, 거대 땅 나무늘보,
가지 뿔 영양의 두개골이다.
Woolly mammoth
(Mammothus primigenius) 는
70만 년~3천 9 백 년 전에 살았
던 매머드로, 책, 영화, 그리고
만화 등에 수없이 등장하는 팝
문화의 아이콘이다. Pleistocene

[그림 1-6-30] Woolly mammoth의 화석

혹은 마지막 대 빙하기 동안 수백 만 마리의 Woolly mammoth 들이
지구를 거닐었다. 많은 Woolly mammoth가 춥고 건조한 지역에 살다
가 죽었다. 그들의 화석이 종종 발견되고 과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른

매머드나

마스토돈

종보다 Woolly

mammoth에 관해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유다.

다음에 소개하는 전시물들은 예상하거나 추측한 바를 직접 몸으로
느끼거나, 조작하고,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한 것들이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매머드의 식사량
매머드의 전채요리를 들어 올릴 수
있나요?
Columbian mammoth 는 하루 500
파운드의 식물 혹은 전시한 건초 덩이
의 15배나 되는 무게의 식물을 먹어 치

[그림 1-6-31] 매머드의 엄청난 식사량

울 수 있습니다
건초 덩이를 들어 올려보고 매머드 식사량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보세요.
매머드가 어금니를 지탱하는 원리
매머드가 어금니 떠받치는 걸 도울 수 있나요? 핸들을 돌려보세요.
커다란 인대-번지점프용 줄처럼 생긴-가 매머드 어금니의 높이를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보세요. 인대를 어금니 더 높은 곳에 부착하면 지
레작용이 더 강화됩니다.
100만 년 이상, 매머드와 그의 조상들은 어금니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인대가 점점 더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림 1-6-32] 문제 제기 및 해결 방법 제시 / 문제 해결 및 원리 이해

매머드 이웃들의 흔적 찾기
어떤 동물이 아래 샘플의 흔적(발자국, 분비물)을 남기는지 추측해
보세요.
멸종 동물들은 동굴 내에서 가장 흔히 보존되는 발자국 및 분비물 화
석을 남깁니다.
매머드의 어떤 이웃이 남긴 자국과 더미인지 추측해보세요. 확인하
려면 뚜껑을 올리세요.

[그림 1-6-33] 문제 제기 / 추측하고 확인하기

매머드 특별전시관을 둘러보
고 나오면 전시관 내부 출입구
쪽 기념품점에는 매머드 인형이
진열대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
다. 꼬마 손님들에게 아주 인기
가 높은 상품이다. 이 앙증맞으
면서도 자못 위용스러운 매머드

[그림 1-6-34] 기념품점의 매머드 인형

인형을 보면 누구나 한 개쯤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7. 수료식
8월 3일 금요일. 꿈만 같던 일주일이 어느덧 지나고 드디어 마지막
수료식을 맞게 되었다. 수료식에 참여할 때는 모두 나사에서 지급한 우
주복을 입고 Columbus팀부터 팀원들이 모두 단상위로 올라간 후, 팀
의 리더가 일주일간 각 팀원들과 정들었던 시간들, 고마웠던 점 등을
이야기하며 팀원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른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니저
가 우리의 우주복에 거꾸로 붙어있는 이름표를 떼어 똑바로 붙여주며
악수를 하고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이어서 Harmony, Destiny, Kibo팀
들도 모두 단상위로 올라가서 똑같은 의식을 거행한다.

[그림 1-7-1] Columbus팀 (좌) / Destiny팀 (우)

[그림 1-7-2] Harmony팀 (좌) / Kibo팀 (우)

캠프기간 동안 가장 우수한 참가자에게 표창장도 수여하고, 가장 우
수했던 팀도 호명하여 다같이 단상위로 올라가서 사진도 찍는다.

그리고, 수료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일주일의 시간동안 각 팀의
리더들이 틈틈이 찍어둔 사진을 이용해서 제작한 동영상을 틀고 의식
을 마친다.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의식이었다.

PART 2.
즐거운 놀이 속에 첨단 우주과학이

1.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테마파크
-Disney World <EPCOT>
정리 : 수지고등학교 박성은

2012년 8월 5일 일요일, 우리는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EPCOT을 관
람했다. 엡콧(Epcot)은 국제 문화와 기술적 혁신을 주제로 1982년 1월
에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서 두 번째로 개장한 테마파크이다.
1982년에 개장하여 1994년까지 엡콧 센터라 알려졌으며, 지금은 그냥
“엡콧”이라 부른다. 월트 디즈니가 꿈꾸던 커뮤니티와 동일한 미래지
향적 사고를 보여주는 아이디어를 스스로 창조하는 곳이 바로 엡콧 테
마공원이며, EPCOT 은 Experimental Prototype Community of
Tommorow의 첫 글자를 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사회의 프로
토타입을 경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테마파크이다. EPCOT 은 사
진에서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문을 지나 만나게
되는 지구본 같은 조형물을 중심으로 한 Future World 와 중앙의 호수
를 중심으로 한 World Showcase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1-1] Epcot 지도

우리는 Future World 에서 Spaceship Earth 와 Mission space, The
Land의 Soarin, Lving with the Land 를 관람하고, World Showcase
를 빠른 속도로 둘러보았다.

◈ 퓨처월드 (Future World)
퓨처월드는 모든 디즈니 공원에서 가장 빠른 어트랙션이 있는 센세
이셔널한 어트렉션으로 가득 찬 곳이다. 또한, 엔터테인먼트와 쇼적인
영감을 불러 일으켜 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진보, 혁신과 놀라움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퓨처월드에서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1) 스페이스쉽 어스 (Spaceship Earth) - 지도 ②
엡콧센터(Epcot Center) 의 상징물은 ‘ 스페이스십 어스(Spaceship
Earth)’로 거대한 골프공 모양 구조 건축물로 지구의 모든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다. Spaceship Earth 는 구형의 어트렉션 내에 “타임머신” 타

입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를 거쳐 내가 선택하는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를 전시해 놓은 곳에
서는 인형들의 동작이 너무나 부드럽게 마치 실제처럼 움직여서 처음
에는 실제 사람이 그 곳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교한
로봇의 자세제어기술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에는 관람객 각자
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선택하게 하여 미래의 한 장면을 영화로 구성하
여 상영해 주는 관람객을 직접 개입시키는 구성이 감동적이었고, 이 어
트랙션의 마지막에 나오는 “Spaceship Earth"-지구호 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다.

[그림 2-1-2] Spaceship Earth 앞에서

2) 미션 스페이스 (Mission: SPACE) - 지도 ④
미션 스페이스는 우주인이 화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느
낌을 시뮬레이터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좁은 우주선 안에 탑승
해서 2.5G 까지 올라가는 압력을 느낄 수 있는데, 일부 관람객은 속의
거북함으로 토하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하여 조종관 앞에 작은
비닐봉지도 구비되어 있다. 보통은 영어로 게다가 긴박한 상황에서의
명령에 맞추어 제대로 미션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 아는 만큼 보인
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헌츠빌에서 shuttle Mission 을 수행하고 왔기
에 각자의 역할을 다 이해하고 있었고 덕분에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 곳은 마치 우리의 Shuttle Mission에 대한 복습과도 같았다.

[그림 2-1-3] Mission SPACE

3) 리빙 위드 더 랜드(Living with the Land) - 지도 ⑧
Living with the Land 는 거대한 온실 안으로 보트를 타고 둘러보는
곳으로,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데, 이 식물들은 땅에서 재배되지 않

으며, 자동으로 수확되는 등 미래 개념의 농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대기 장소에는 미래세대인 어린 아이들이 지구의 땅에 대해
생각하는 말들을 벽화로 적어 두었는데 이것이 참 인상적이고 감동적
이었다.

[그림 2-1-4] We can protect our future world (좌) / The earth is like my mother (우)

[그림 2-1-5] Sustainable Agriculture (좌) / 보트타고 관람하는 온실 (우)

[그림 2-1-6] 열대 악어 (좌) / 자동으로 재배되는 식물 (우)

[그림 2-1-7] 자동 재배 및 수확 시스템

4) 소어링 (Soarin')Soarin'
Soarin'은 평화로운 행글라이더를 타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멀티 감각 어트렉션이다. 비행기와 헬기
에 장착한 특수 카메라는 나 자신이 날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
교하게 촬영되었으며, 어트렉션 내내 실제로 바람이 불고 오렌지 농장
을 지날 때는 오렌지 냄새가 나며, 바다 위를 날 땐 갈매기 소리가 나는
등 환상적인 행글라이딩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그림 2-1-8] soarin 입구 / 실감나는 환상적인 헹글라이딩

엡콧은 우리가 살아 온 지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구, 그리고 앞으

로 살아갈 지구와 우주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존재하고 또 존재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곳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통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며, 나는 하나
의 객체가 아니라 세계인, 지구, 우주의 환경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나가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곳이
었다. 이렇게 교육적이며 철학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테마파크는 처
음이었고, 이런 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사회적 인
프라라고 생각된다.

2. Orlando Science Center
정리 : 삼환여자고등학교 정종덕

올랜도 과학센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2-1] ⓒNASA

[그림 2-2-2] ⓒNASA

그 중 2층의 Science park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의 과학적 원리
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1. 트러스터 구조

[그림 2-2-3] 트러스터 구조

트러스터 형식이 널리 사용되는 까닭은 간단하면서도 역학적으로 이
해하기가 쉽다는 장점 때문이다. 삼각형 구조(가)는 외력이 작용할 때
가장 안정된 구조물이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사각형, 그 외 여러가지
다각형 구조물을 만들어보자. 구조물을 손에 들고 구조물과 평행한 방
향으로만 힘을 가해 본다. 아무리 힘을 가해도 삼각형은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각형(나)은 쉽게 모양이 바뀐다. 볼트를 네 개나 꽂은
사각형이 더 튼튼할 것 같았는데 금방 변형이 된다. 육각형(다)을 만들
어 똑같은 실험을 해보자. 벌집 구조가 이 모양이라 튼튼할 것 같이 생
각된다. 그러나 사각형보다 더 심하게 모양이 변한다. 교량의 상판이나
철골구조물은 보통 ( 라)와 같은 트러스터 모양인데 안정된 두 삼각형
으로 합쳐진 형태이므로 이 구조물이 가장 안정되고 튼튼하다.

2. Spin cycle
용기 옆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
면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가 돌
아가는데 용기를 빠르게 돌릴수
록 원의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원
심력이 크다. 용기를 빠르게 회
전시키면 원심력이 작용하여 용

[그림 2-2-3]

기속의 액체가 용기 벽면을 타고 올라와 용기속의 액체가 포물면을 그
린다.
원심력은 구부러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물체가 중심에서 바깥쪽으
로 작용하는 힘인데, 관성으로 인한 가상력이다.

3. 동전굴리기
각운동량은 보존되는 물리량
으로서 동전이 굴러가서 반지름
이 작은 중심쪽으로 가면 각운동
량 과 질량 은 일정하나 반경 이

[그림 2-2-4]

작아지므로 각속도 가 증가하여 빠르게 회전하여 구멍 속으로 빨려 들
어간다.

4.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P형 실리콘(초록)과 N형 실리콘
(빨강)이 샌드위치 같이 붙어 있는 구조이다.
햇빛을 이 전지위에 비추면 광자(P)가 위 표면
을 때리게 된다. 광자는 전지에게 에너지를 공
급한다. 광자는 아래의 P 형 층의 전자에게 에
너지를 주고 전자는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위

[그림 2-2-5] ⓒNASA

의 N형층으로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어 올라가서 회로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회로를 따라 흐르는 전자는 전구를 밝히게 된다

5. 쿤트 실험장치

[그림 2-2-7]

아크릴 관속에 발포스치로폴 가루를 집어넣고 관의 한쪽에서 스피커
를 통해 소리를 보내면 기주안에 정상파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진동수를 증가시켜 파장을 짧게하면 관속의 파동모습에서 마디와 마디
사이의 거리가 좁아짐을 볼 수 있다.

6. Whisper Dish
파라볼라 안테나의 초점거리 위치에 입이나
귀를 댈 수 있는 장치를 하여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한다. 두 사람이 각각 양쪽에 서서 장치의
둥근 구멍에 한 사람은 귀를 대고 듣고, 한 사
람은 입을 대고 말을 한다. 멀리 떨어져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잘 들린다. 원리는 포물면
은 초점에서 나온 파동을 반사시켜 흐트러지지
않은 채 멀리까지 보낼 수 있고, 또, 한 점에 모

[그림 2-2-8]

을 수도 있다. 한쪽 포물면의 초점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포물면

내에 들어오는 소리는 포물면에서 반사한 후 다른 포물면에 도달하여
반사하고 다시 초점에 모이므로, 초점의 위치에 귀를 대면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소리가 잘 들린다.
파라볼라 면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한점에 모아
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다.

7. 팬 파이프
물체가 진동하거나 관속의 공기가 진
동하면 소리가 난다. 길이가 길면 진동
수가 작아 낮은 소리가 나고(왼쪽), 짧
으면 높은 소리가 난다(오른쪽). 파이프
입구를 고무판으로 치면 관 안의 공기
가 진동하여 소리가 난다. 관이 7 개가
있고 도, 레, 미,…의 한 옥타브 소리가
난다.
그런데 관의 입구에 귀만 가만히 대

[그림 2-2-9]

고 들어도 소리가 들린다. 왜 그럴까?
우리주위의 공간에는 항상 소음이 있다. 이 소음 속에는 여러 가지 진
동수의 소리가 섞여있다. 이런 소음 중에서 관의 고유진동수와 같은 소
음이 관으로 들어오면, 관이 이 소리와 공명하여 관이 소음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로 따라 진동하게 된다. 그래서 관의 입구에 귀를 가져가면
소리가 들린다. 소음이 더 크면 관에서 들리는 소리도 더 크게 된다. 만
일 방이 완전하게 조용하다면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8. 회전하는 자석

코일 속에 자석과 손잡이가 달린 원
판이 있고 손잡이를 회전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 옆에있는 전구에 불이 들
어 온다.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유도 기
전력이 생긴다. 유도기전력은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므로 빨리 움직

[그림 2-2-10]

일수록 유도기전력이 커서 불이 밝게 켜진다.
코일은 역학에서 관성과 같이 전류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자석을 코일 가까이로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력선의 수가 증가하므로 코일은 자기력선의 수를 증가되지 못하게 하
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기도록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자석을 코일
속에 정지해 있을 때 자속의 변화가 없으므로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
다. 발전기나 마이크, 금속탐지기, 도난방지기도 이 원리를 이용한 것
이다.

9. 레이저 하프(줄없는 하프)
하프인데 줄이 없다. 일반적인 하프
는 줄을 튕기면 줄이 진동하여 소리가
나는데 줄의 길이가 길면 진동수가 낮
아 낮은 음이 나고, 줄이 짧으면 높은소
리가 난다. 그런데 이 하프는 튕길 줄이
없다. 그러나 손을 줄이 있는 위치에 가
져가면 소리가 난다. 왜 그럴까? 원리는
줄이 있어야 할곳의 한쪽 끝에는 발광
소자가 있고, 반대편에는 수광소자가

[그림 2-2-11]

있고, 하프 내부에는 발진회로가 있다. 발광소자에서 수광소자로 빛이
계속 비칠때는 속에 있는 발진회로의 작동이 멈추고, 손을 넣어 빛을
가리게 되면 발진회로가 작동하도록 전자장치를 해 놓았다. 그래서 손
을 넣어 빛을 가리게 되면 소리를 내게 된다.

10. 파동머신

[그림 2-2-12]

가로방향의 긴 금속막대에 세로방향의 짧은 금속막대를 붙여서 만든
것으로, 막대의 한쪽을 진동 시키면 그 진동이 인접한 부분으로 퍼져나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연필정도 굵기의 원형목으
로도 만들수 있다. 원형목의 중앙에 4cm 간격으로 굵은 낚시줄이 들어
갈만한 구멍을 2개 뚫는다. 빨대를 2.5cm 정도 되게 잘라서 원형목 사
이에 넣고 낚시줄 1개를 반으로 접어서 2개의 구멍에 넣어 오른쪽 그
림과 같이 만들고 양쪽에 손잡이를 만든다. 원형목이 수평면과 나란하
게 되도록 파동발생기의 양끝의 손잡이를 두 사람이 각각 잡고 팽팽히
당기고 있고, 원형목의 한쪽 끝을 아래로 당겼다 놓아서 진동시키면 똑
같은 모습이 나온다. 당기는 세기를 다르게 하면 파동의 속도도 달라진
다. 팽팽히 당기면 속도가 빠르고, 느슨하게 당기면 속도가 느리다. 매
질의 진동속도가 파동의 진행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빨대와 스카
치 테이프로도 만들 수 있다.

11. 전반사 물통

[그림 2-2-13]

물이 채워져 있는 수조의 아래부분에 레이저 광선이 나오도록 설치
해 놓았는데, 레이져가 나오는 부분을 손으로 돌려서 광선의 진행방향
을 바꿀수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 1방향으로 빛을 보내면 굴절하지 않

고 직진 하지만, 2방향으로 빛을 보내면 물과 공기에서 빛의 속도 차이
때문에 약간 아래쪽으로 굴절하여 공기중으로 빛이 나간다. 3방향으로
빛을 보내면 경계면을 따라 진행하는데 이때 굴절각이 90°가 된다. 이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한다. 4방향으로 빛을 보내면 입사각이 임
계각보다 더 크게 되는데 이때는 빛이 공기중으로 나가지 않고 모두 반
사해 버린다. 이것을 전반사라 한다.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밀한매질
(물)에서 소한매질(공기)로 진행하면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때 일
어난다.

12 레이져 폭포
그림과 같이 우유팩에 구멍을 내서
레이저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빛
이 오는 쪽의 구멍을 투명한 셀로판지
로 막는다. 반대편 구멍에 조그만 비닐
[그림 2-2-14]

호오스를 부착시켜 물줄기가 만들어지
도록 장치한 다음, 레이저를 물줄기가 나오는 반대편에서 호스에 정확
하게 맞추어 비춘다. 우유팩을 빠져나가는 물을 따라 빛이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암실에서 하면 더 잘 보인다.

13. 광섬유 공작새

[그림 2-2-15] ⓒNASA

공작새의 깃털 부분에 광섬유를 끼워놓고 뒤쪽에 광원을 두고 비추
면 앞쪽까지 광섬유속에서 빛이 전반사를 하여 나온다. 광원과 광섬유
사이에 셀로판지등을 모터에 달고 회전시켜 색이 변하도록 하면 공작
새 깃털의 색을 변화시킬 수 있다.

14. 점핑 링
스위치를 닫아 아래쪽 솔레노이드 코
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링을 지나는 자속이 변하므로 링에 유
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만일 아래쪽 솔
레노이드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
른다고 가정하면 그 전류에 의해 생기
는 자기력선은 위쪽을 향하게 되고, 위
쪽에 있는 링에는 아래쪽 솔레노이드에
서 생긴 자기력선이 위쪽으로 지나가는

[그림 2-2-16]

데, 렌쯔의 법칙에 의해 위쪽의 링에는 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증가
를 방해하는 쪽, 즉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생기도록 시계방향
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이때 솔레노이드의 위쪽은 N 극이 되고, 링의
아래쪽도 N극이 되므로 솔레노이드가 링을 위로 밀어 올리게 된다. 그
래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링이 위쪽으로 튀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링을 톱으로 잘라 틈을 만들어 놓으면(slit ring) 링에 유도전류가 흐르
지 못하므로 스위치를 눌러도 튀어 오르지 않는다.

15. 레이저 라이트 (쇼레이저 리자쥬)

[그림 2-2-17]

거울에 레이저 빛을 쏘면 반사
되어 점으로 나난다.
하지만 전동기의 회전축과 거
울면이 기울어지면 반사면에 원
형의 무늬가 나타난다. 기울어진
정도가 클수록 원의 반지름이 커
진다.

[그림 2-2-18] 기울어져 회전하는 거울에 비춘
레이저

1차 거울의 회전에 의해 생긴 원형무늬가 2차 거울로 반사될 경우에
2차 거울이 정지한 상태라면 스크린에는 원형의 무늬가 나타난다. 그
러나 2차 거울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1차 거울과 2차 거울의 회전속도
차이에 의해 다양한 무늬가 형성된다.

[그림 2-2-19] 2차 거울이 정지 상태일 경우 (좌) / 2차 거울이 회전할 경우
(우)

1차거울과 2차거울의 회전방향이 같고 1차 거울의 기울어진 정도가
2차 거울 보다 크면서 1차 거울보다 2차 거울의 회전속도가 느린 경우
회전 속도비에 따라 다양한 무늬가 그려진다.

PART 3. Kennedy Space Center
1. Launch Vehicle (송혁진 박사 강연)
정리 :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장승구

1. 발사 패드(launch pad)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

로켓의 무게 중 5% 는 인공위성의 무
게이고, 나머지 95%의 무게는 엔진, 연
로 저장탱크, 연료, 이것을 제어하는 장
치로 구성되어있다. 델타II 로켓에는 9
개의 고체로켓 부스터 즉 연료 추진체
가 있다. 이것은 로켓이 중력을 이기고
대기권 밖으로 가기위해 필요하다. 로
켓의 크기는 약 2.5m 지름, 약 7층 높이
의 길이 이다.

[그림 3-1-1] ⓒNASA

고체발사 패드(launch pad) 는 로켓
이나 우주선을 발사하는 시설이다. 우주 공항 (또는 로켓 발사 장)은 하
나 또는 여러 개의 launch pad 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발사 패드는
관제 센터와 많은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제 센터는 발사하기 전에
우주 발사체를 점검할 수 있는 액세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많은 관들
(추진로드, 가스, 전력, 및 통신선 등)이 우주 발사체에 연결되어있다.

우주 발사체가 이륙하는 동안 로켓의 엔진에 의해 생성되는 강렬한 열
과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플랫폼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극저온 우주 발사체는 발사
될 때가지 지속적 관리되어야 한다. 문
제점이 발견되면 담당자가 발생한 문제
를 해결하가나 그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다고 확인 될 때 까지 발사가 지연되
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엔진들이 완전한 추진력을 얻을 때
까지 대부분의 우주 발사체는 점화 후
몇 초 동안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3-1-2] ⓒNASA

이러한 안정성 요구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패드에 연결하는 폭발 볼트(explosive bolts) 를 사용하
여 해결한다.

2. 우주 발사체의 구성
[자료출처 : http://www.kari.re.kr/... 링크]

우주 발사체의 경우 보통 2-3개의 단을 연결한 다단(Multistage) 구
성을 하고 있다.
단 연결 방식은 로켓 위에 로켓을 올려놓은 모양의 직렬형, 옆으로
단을 연결하는 병렬형 또는 부착식(Strap-on) 방식이 있다.
직렬형은 가장 아랫단인 1단의 규모가 가장 크고 2단이나 3단은 크
기가 점점 작아진다. 직렬형의 경우 추진제를 모두 사용한 단은 즉시
분리되며 다음 단이 점화되게 된다. 거의 모든 우주 발사체가 직렬형으

로 단을 연결하고 있다.

[그림 3-1-3] ⓒNASA

병렬형의 대표적인 우주 발사체는 러시아의 R-7으로 중앙의 2단 로
켓을 중심으로 1단 로켓이 무려 4개나 묶여있는 형태이다. 이 경우 2단
부분은 발사 때부터 1단과 함께 점화되며 낮은 추력으로 작동하다 2단
이 분리된 후 최고 추력으로 올리게 된다.
부착식은 병렬형과 같지만 사용되는 로켓은 보통 ‘0’ 단으로 취급한
다. 즉, 부착식으로 결합된 단은 주 로켓이 아닌 발사과정에서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로켓의 역할을 한다. 현재 많은 우주 발사체가 기
본적으로는 직렬형으로 단을 연결하고 부차식으로 보조로켓을 결합하
고 있다. 부착식에서는 보통 고체 부스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소
형의 고체 부스터를 여러 개 부착하기도 하지만 대형의 고체 부스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소형의 고체 부스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우주 발사
체로는 미국의 델타 로켓이 있고 대형의 고체 부스터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로는 유럽의 아리안 5호가 있다. 단과 단은 폭발물이 내장된 볼

트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절단하게 되고 스프링이나 소형의 역추진 로
켓을 이용하여 다음 단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분리한다.

3. 우주 발사체 단의 분리
[자료출처]
http://www.kari.re.kr/bbs/
http://www.kari.re.kr/
http://www.kari.re.kr/

보통 우주 발사체의 경우 2-3단의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1
단은 지구 중력과 짙은 대기로부터 전체 로켓이 가능한 빠르게 벗어나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의 저항도
증가함으로 1단의 가속도는 높지 않는 편이다. 보통 10km 정도의 고
도에서 저항이 최고가 되는 맥스 큐(Max Q) 지점이 되며 고도 상승에
따라 공기밀도가 빠르게 감소하므로 저항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
후 1단은 계속 고도를 상승시키며 50km이내에서 분리된다.
그 다음에는 2단이 즉각 점화되어 본격적으로 속도를 증가시켜 나간
다. 2단부터는 로켓이 진공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다. 2단의 연소가 끝나면 곧 분리되고 3단과 위성은 무추력 비
행으로 목표로 한 고도까지 상승하게 된다. 목표한 고도에 도달하게 되
면 3단을 지표면과 수평방향으로 분사하여 궤도 진입에 필요한 마지막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마지막 궤도 투입에 사용되는 이런 로켓을
‘킥모터(고체로켓)’ 또는 ‘ 킥엔진(액체로켓)’이라 하는데 최근 재점화
가 가능한 2단의 엔진을 사용하여 로켓의 전체 단수를 줄이고 있다. 저

궤도가 아닌 정지 궤도 위성의 경우에는 3단이 정지 궤도까지 위성을
옮겨주는 ‘원지점 킥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되며 정지 궤도에 도달했을
때 궤도 투입을 위해 3단을 재점화하거나 다른 소형의 킥모터(보통 고
체 로켓을 많이 사용한다)를 사용한다.

1998년 12월에 발사된 화성 탐사선, 화성기후궤도선(Mars Climate
Orbiter)의 발사 과정을 통해 다단계 로켓의 분리 과정을 알아보자.
화성 기후 궤도선은 보잉사의 델타Ⅱ 로켓으로 맨 아랫단인 1단에 4
개의 외부 부스터가 달려 있는 3단 로켓이다. 1단과 2단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3단과 외부 부스터는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발사 후 1분 정
도 지나면 외부 부스터의 고체연료가 모두 소모된다. 이때 4개의 부스
터가 2 개씩 떨어진다. 1 단 엔진이 점화됐을 때 비행속도는 시속 약
4000km, 고도는 21.7km에 이른다. 1단 엔진은 이후에도 3분 정도 더
연소되고 발사 4 분이 지나면 본체와 분리된다. 이때의 비행고도는
122km, 시속 20000km이다.

1단 엔진 분리 이후 13초가 지
나면 2단 엔진이 점화되고, 위성
을 감싸고 있던 금속 덮개(페어
링)도 분리된다. 2 단 엔진은 이
후 11 분가량 더 연소된다. 그동
안 로켓은

지구 저궤도(고도

200~2000km)에 도달하게 된
다.

[그림 3-1-4] ⓒNASA

다
로켓이 궤도에 도달하면 2단 엔진은 분리되어 떨어지고 남은 3단 로
켓은 지구궤도를 공전하게 된다. 화성과 지구가 타원의 양 끝이 되는
때 화성기후궤도선은 3단 로켓 점화 후 지구궤도를 벗어나 화성으로
향했다.

4. 우주 발사장
[자료출처: http://abyss.uoregon.edu/]

우주 비행체가 지구 적도 근처
의 지역에서 발사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지구 회전 속도의 최적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 적도 근
처에 launch pad 가 위치한다는
것은, 이미 지구 중심에 대해서

[그림 3-1-5] 우주 발사장 ⓒNASA

시간 당 1,650 km 의 속도 이상
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구 궤도에 올려놓기에 필
요한 속도(시간 당 약 2만8천km 이상)에 적용 할 수 있다.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사하는 것 보다 적도에서 발사된
우주 비행체는 더 작은 추진체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더 거대한 우주
비행체를 사용할 수 있다. 발사체는 궤도 경사각에 따라 우주선의 궤도
속도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오늘날 다른 행성으로 발사할 때, 발사체에서 제한된 에너지를 이용
할뿐만 아니라 지구 궤도 운동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 발사체는 지구
궤도 운동 방향(지구의 회전 속도를 추가하여)으로 일반적으로 가속하

고 있다. 이것은 궤도 경로를 따라 시속 약 10만km의 평균 속도를 가
진다.
목표한 행성까지 최소한의 연료로 갈 수 있는 비행궤도는 호만궤도
[Hohmann orbit] 이다. 호만궤도는 행성의 공전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연료 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궤도이다. 이를 테면 호만궤
도를 이용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초속 32.73km/s의 속
도가 필요한데, 이때 29.78km/s는 지구 공전속도에서 얻을 수 있다. 그
러므로 우주선은 지구의 공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초속 2.95km의 속
도만 주면 초속 32.73km의 속도로 화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는 자동차 안에서 던진 공이 정지한 상태에서 던진 공보다 더 빨리 날
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사고를 대비하여 우주 발사장은 거주 지역을 비행하지 않도록 거주
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경로를 확보해야한다. 비상 착륙하는 경
우를 대비하여 우주 수송 시스템(STS)은 발사장 근처의 적합한 바람,
날씨, 조명조건과 함께 비상 착륙 활주로가 있어야한다.
미국 동쪽 해안에 있는 발사장(the Kennedy Space Center at Cape
Canaveral, Florida)은 낮은 경사 궤도에 적합이다. 높은 경사 궤도 발
사는 캘리포니아 서쪽 해안에 위치한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된
다. 높은 경사 궤도 발사는 어느 장소에서나 날수 있기 때문에 적도는
높은 경사 궤도 발사에 적합하지 않다.

5. Delta II Countdown
[자료출처:http://www.nasa.gov/]

델타 로켓은 1960년대부터 NASA 우주 비행체를 운반행하고 있다.
델타 II 로켓은 성공적인 발사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Delta II
Countdownd을 알아보자.

T-150 minutes
ㆍ Launch countdown begins
ㆍ Personnel not involved in the count clear the launch area and
warning horn sounds

T-146 minutes
ㆍ First stage helium and nitrogen pressurization begins
ㆍ Second stage helium tank pressurization begins
ㆍ Turn on launch vehicle guidance system T-130 minutes
ㆍ First stage fueling begins

T-95 minutes
ㆍ Weather briefing T-87 minutes
ㆍ Launch team polled for readiness to begin loading liquid oxygen
(LOX)T-80 minutes
ㆍ Blast danger area is cleared
ㆍ Liquid oxygen loading begins T-60 minutes
ㆍ Vehicle C-band radar transponder beacon checks begin T-30
minutes
ㆍ Perform engine gimbal steering checks (slew checks) T-15
minutes and holdingOptional built-in hold determined by the
launch window

ㆍ Weather update
ㆍ Launch team polled for readiness

T-15 minutes and counting
ㆍ Top off liquid oxygen to 95 percent
ㆍ Top off helium and nitrogen pressurization system
ㆍ Range Safety radio command carrier turned on

T-14 minutes
ㆍ Range Safety command receiver checks
ㆍ Pressurize first stage fuel tank

T-7 minutes
ㆍ Top off liquid oxygen to 99 percent

T-6 minutes
ㆍ Verify observed weather is "go" for launch

T-5 minutes
ㆍ Spacecraft to internal power (time is mission dependent)
ㆍ Launch enable switch set to "on" position

T-4 minutes and holding
ㆍ Built-in 10-minute hold
ㆍ Launch Conductor receives "go" to release from hold

T-4 minutes and counting
ㆍ Arm launch vehicle and Range Safety devices
ㆍ Launch vehicle switched to internal power

T-3 minutes
ㆍ NASA launch manager reports "go" for launch

T-2 minutes
ㆍ Raise liquid oxygen tank to flight pressure

T-80 seconds
ㆍ Top off first stage liquid oxygen to 100 percent

T-70 seconds
ㆍ Range reports "go" for launch

T-60 seconds
ㆍ Launch enable switch set to "on" position

T-30 seconds
ㆍ Liquid oxygen fill and drain valve closed

T-10 seconds
ㆍ Arm launch vehicle ignition
system

T-7 seconds
ㆍ Go for main engine start

T-2.5 seconds
ㆍ Command main engine
start
[그림 3-1-8] ⓒNASA

T-0 minutes
ㆍ Liftoff of the Delta II rocket!

6. Mars Exploration Rover Mission
[자료출처 : http://marsrovers.jpl.nasa.gov/]

발사상태에서 로켓의 페어링이 분리된
다.
그 후에 Mars Exploration Rove 이 화
성을 향하여 7개월 동안 여행한다.
[그림 3-1-9]
http://marsrovers.jpl.nasa.gov/

Aeroshell은 화성 대기권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높은 온도로부터 Rover을 보
호한다.

[그림 3-1-10] ⓒNASA

화성 표면 30-50피트 위에서 낙하신과
함께 세 개의 역추진 로켓을 작동시킨
다.

[그림 3-1-11] ⓒNASA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을 도와주는 낙하
산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착륙선은 거대
한 에어백으로 보호된다.

[그림 3-1-12] ⓒNASA

착륙선이
petal들이

정지한 후에,

착륙선들의

펼쳐지고나면 Mars

Exploration Rover 는 화성 표면에서
운행된다.
[그림 3-1-13] ⓒNASA

Mars Exploration Rover 는 2003 년에
화성을 향하여 발사 되었다. 화성에서
물의 역사에 대한 해답을 찾기위해 발
사되었다.
Rover는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지역을 조사한다. Rover 는 90 일 동안
[그림 3-1-14] ⓒNASA

과학적인 탐사를 수행하기위해 여러 지

역들을 운행한다.
이 미션은 화성의 탐사를 위해 NASA가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일부분
이다.
탐사선은 지구로부터 조정되며, 과학자
들은 지질학적인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
여 화성표면을 다라 탐사선을 운행한
다. 로봇팔에 있는 연마기는 암석표면
을 갈아서 암석내부의 성분을 분석하도
[그림 3-1-15] ⓒNASA

록 한다.

[그림 3-1-16]

Bryan Heukjin Song, Ph.D.( Aerospace Vibro-Acoustic Scientist
)
우주선 일체 소음 진동분야 책임자, 최근 담당했던 MISSION 은 목
성, 화성, 명왕성 등에 보내진 인공위성 및 탐사로봇 고안 & 개발 참여
및 지구 주위에 있는 여러 군사, 상업용 인공위성 개발 등등
참고동영상 :
http://www.youtube.com/
http://ayrton94.egloos.com/
http://www.youtube.com/

2. Kennedy Space Center
정리 :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김미순

“60년대가 저물기 전에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유지(

)가 실현된 존 F. 케네디 우주센터(John F. Kennedy Space

Center, KSC) 또는 케네디 스페이스센터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미국
플로리다 주 브레바드 메리트 섬에 설치한, 우주선 발사 시설 및 발사
통제 센터이다. 이 지역은 케이프 커내버럴 근처에 있으며 마이애미와
잭슨빌 중간에 위치한다. 기지 부지의 길이는 55 km, 폭은 10 km 로
총 면적은 567 km² 으로 13,500여 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케
네디우주센터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가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NASA 는 직접 비행체를 쏘아올리고 통제하는 관제센터 시설
들이 들어서 있는 우주센터라고 할 수 있으나 케네디우주센터는 일반
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일종의 전시관 같은 곳이다.

[그림 3-2-1] 케네디스페이스센터와 매표소 입구

◆ 로켓가든
입구을 들어서면 먼저 로켓가든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는 실제로
달에 보냈던 로켓과 탐사선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림 3-2-2] 실제로 사용된 로켓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 (좌)
닐암스트롱, 버즈알드린, 마이클 콜린이 발사타워에서 아플로 11호로 가도록 연결했던 다리 (우)

◆ 우주전시관
바로 옆에는 우주계발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시대순으로 전시되
어 있어서 우주계발에 쏟아 부은 많은 노력과 발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림 3-2-3] 전시관 내부 1

◆ 우주인과의 식사
무엇보다 인상깊었던 것은 우주인과의 식사이벤트이다. 식사비는 다
소 비싸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주인이 자신의 경험을 일반인과 나
누면서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
있게 들려준다. 어린아이들은 가까이에서 우주인과 대화도 하고 우주
에 대한 호기심도 충족시키는 기회가 된다.

[그림 3-2-5] 우주인과의 점심 / 강연

◆ 발사대 투어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람하고 싶다면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출발하는 셔틀을 타고 관제센터나 발사대등을 둘러볼 수가 있다. 나로
우주센터는 특정하게 한군데의 시설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제센터가
위치한곳 사방에 우주선 연구센터나 보수시설, 냉각센터 등등이 산재

해 있으며 셔틀버스는 이들공장과 연구센터등을 둘러볼 수 있게 해줍
니다. 버스는 한쪽 벽면에 NASA 로고가 미국 국기와 함께 선명한 빌
딩을 끼고 한 바퀴 도는데 NASA 로고가 새겨진 빌딩이 바로 우주 왕
복선이 조립돼 발사대로 옮겨지는 Vehicle Assembly Building이다.

[그림 3-2-6] 버스투어 장소 / Vehicle Assembly Building ⓒNASA

[그림 3-2-7] 로켓조립장소 / 로켓에 대한 설명

[그림 3-2-8] 로켓에 사용된 부품에 대한 설명 /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

로켓을 이동시키는 길은 악어가 살고 있어서 관측로 밖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된다고 한다. 축구장 절반되는 크기에 무게가 3000톤되는 우
주왕복선을 발사대까지 옮기는 대는 특수 수송차가 이용되며 속도는
시속 1마일정도 된다고 한다. 로켓을 발사하는 장소는 일반인의 접근
이 불가능하며 로켓이 발사될 때 그 모습을 관측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2-9] 로켓을 이동하는 도로 / 발사대

버스투어를 마치면 전시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우주
개발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고 실제로 우주선을 발사할 당시 통제센터
의 모습도 보여준다.

Apollo/Saturn V 센터에는 실제크기로 전시된 볼거리가 풍성하다.
이 곳을 찾은 이들은 미국이 57년 10월 사상 처음인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이후 소련과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희생을 치러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2-10] The Firing Room Theater / 로켓 발사 장면을 당시의 발사 관제실을 재현한 방

[그림 3-2-11 ]실제 크기 그대로 전시된 Saturn V 로켓 / 아이에게 로켓의 부품에 대하여 설명하
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간 곳은 메모리얼파크이다. 우주개발에는 수많은 시도와
용기있는 우주인들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이들의 희
생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2-12]

추모비 위엔 S.Christa McAuliffe, Michael J.Smith, Ronald
E.McNair 등 20명 가까운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모두 우주 비행
이나 훈련 도중 목숨을 읽은 우주 비행사들이다. 이 화강암 구조물은
'Space Mirror'로 부른다. 화강암 거울에 비친 하얀 구름 속에 희생자들
의 이름이 둥둥 떠있는 듯이 보여 마치 우주에 안식처를 찾은 모습이
다.
60억 인류 중에 대기권의 두터운 벽을 뚫고 우주로 날아간 행운아들
은 500명 미만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우주비행사들이 찍어온 우주의
모습을 5 층 건물 높이의 스크린을 통해 입체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IMAX 영화관은 필수 관람코스이다.
무엇보다 인상깊었던 것은 나사에서 했던 워크숍이었다. 나사는 우
주선과 우주비행에 사용되는 모든 과학원리나 재료들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모든 나라에서 교
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나사의 연구원이 우리를 위해 교육
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범실험을 보여준다고 해서 약 2시간 가량
수업을 받게 되었다.

[그림 3-2-13] 우주선에서 왜 연료를 액화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 눈과 귀를 가리고 회전
을 시켰을 때 회전방향이 바뀌어도 인지를 못하는 실험

첫 번째 그림은 우주선의 연료를 고체나 액체로 만드는 이유를 알려
주는 실험으로 기체인 경우 부피가 커서 우주선의 많은 부피를 차지하
기 때문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수업이다. 두 번
째 실험은 눈과 귀를 가리고 10회정도 회전을 시킨 후 실험자에게 회
전방향을 가르키게 한다. 그 후 속도를 감속시키면 실험자는 멈추었다
고 느끼며 완전히 멈추어도 실험자는 계속 반대로 회전한다고 느끼게
된다. 즉 우주인들이 느끼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 우주로 나가는 우주인들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실험이었다.
마침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케네디스페이스센터 50주년이 되
는 해로 간단한 기념품도 주어졌다.
우주에 대한 오랜 소망을 현실로 만든 장소에서 로켓의 발달역사와
수많은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하여 배우게 되어 매우 유익했고 앞으로
우주선의 발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이곳을 보여주어 미래의 우주과학자로써
의 꿈을 키우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림 3-2-27] 50주년 기념마크 / 케네디우주센터 앞에서 NASA연수선생님들과 함께

3. KSC-Tours
정리 : 전북 용담중학교 오현춘

[그림 3-3-1] KSC-Tours 코스 ⓒNASA

Kennedy Space Center(KSC) 에서는 우주선이나 로켓이 조립되고,
발사되는 ‘The Cape’라 불리는 넓은 지역을 버스를 이용해 대략 2시간
정도로 돌아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SC 방문객
단지를 출발하여 관광 안내원과 함께 바나나 섬 주변의 우주선 조립 및
발사의 진행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바나나 섬은 매우 광
활한 땅으로 우주선 및 로켓 관련 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우주
선이 발사되는 광경을 먼발치에서 볼 수 있는 조망 장소, 로켓 조립 빌
딩, 지지탑 및 발사대, 연료탱크, 물탱크 등 다양한 시설물들과 우주선
운반로 및 착륙로 등도 볼 수 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길 양옆 수로
에서는 당장이라도 악어가 튀어나올 것 같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도 한다. Apollo/SaturnⅤ 센터에 들러 실제 발사통제 센터에서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의 긴박한 상황도 비디오 화면과 시스템을 통해 재현

되며, Apollo 임무의 전 과정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로켓과 각
종 장비 및 정보들도 전시하고 있어 우주와 관련된 매우 유익한 관광코
스라 할 만 하다. 우주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방문객들은 KSC 버스 투어를 하는 동안 NASA 우주기지의 활동상
을 조금은 엿볼 수 있다. 발사기지39 우주선 지지 탑을 포함하여
Apollo/SaturnⅤ 센터를 들른다.
18.3m 높이의 발사기지 39의 지지탑은 무인로켓 발사대 뿐 아니라
발사대 39A와 39B 를 포함하여 360°를 조망할 수 있는 숨이 멎을 정
도의 광경을 보여준다. 여기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규모가 큰 우주
선 조립 건물과 우주선 발사 통제센터와 폭 39.6m의 로켓운반용 도로
의 전경도 볼 수 있다.

[그림 3-3-9] 우주선 착륙로 / 우주선 발사 장면 구경하는 장소

방문객들은 우주비행사 Marshalvins가 설명하는 우주선의 진행절차
와 우주선 발사대의 축소모형, 발사 카운트다운 장면과, 쌍방향 디스플
레이 및 실제 우주선의 주 엔진 등을 비디오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달 표면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이 여행

은 오늘날 Apollo/SaturnⅤ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여행이다. 여기서, Apollo 프로그램은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
며, Apollo 승무원들과 그들을 달로 데려간 기계는 찬사를 받는다-집
으로 안전하게 되돌아올 때까지 한동안 숨을 죽인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주목받는 대상은 완전 복원된 SaturnⅤ 로켓이
다. 이 로켓은 우주선 조립 빌딩 근처에 20년 동안 놓여 있었으며, 취소
된 Apollo 임무 수행 단계에서 만들어졌고, 세상에 오직 3개 남아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버스 투어는 세 개의 스크린에서 초기 NASA의 원본 뉴스가 뜨는 점
화의 방 극장에서 시작되고, Apollo8로부터의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이 극장은 Apollo 임무 수행동안 사용된 NASA가 사용했던 실제 장치
들을 포함한 1960년도 버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방문객들은 Lunar
Theater에서 Apollo11의 첫 번째 유인 달 착륙 임무의 재현을 경험한
다.
Apollo Treasures Gallery 에서는 Apollo 달 임무로부터 나온 각종
귀중품들을 전시한다. Apollo14 의 선장인 Alan Shepard 의 우주복과
명령 모듈, 계속 진화한 우주복들과 Apollo의 달 표면을 걸었던 사람
들이 사용했던 장비 등 진귀한 수집품들이 있다.

[그림 3-3-16] Apollo12 command module / EVA suits

Discover KSC : 오늘과 내일
야외 투어는 방문객들을 위해 우주선 발사대가 잘 보이는 곳에 버스
를 잠시 세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우주선 조립 빌딩
에서 사진 찍을 틈을 주는 등 안내된 접근을 제공한다.
Industrial Area 는 KSC 의 행정업무와 탑재과정을 진행하는 중심지
이며, 본부 4 층 건물이 들어선 곳이다. Operation & Checkout
Building(O&C, 수리 및 점검)을 포함하여 KSC 의 거의 모든 주요 시
설들은 1960 년 Apollo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세워졌다. Apollo
기간 중 O&C의 높은 격실이 우주비행사들의 우주선을 점검하는데 사
용되었다.
International Space Station(ISS, 국제우주정거장)을 위한 부분들은
Space Station Processing Facility(SSPF, 우주정거장 진행 시설)에 있
는 청정 환경의 방에 준비되었다. ISS 기계장치와 모듈은 우주선 탑재
격실 공간으로 운반된다.
Orbiter(궤도선) 진행시설물은 우주궤도선의 정비를 위해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임무 중간에 기술자들이 모든 장치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격납고이다. KSC 는 NASA 의 우주선 함대인
Discovery, Atlantis, Endeavour 를 위한 세 개의 격납고 혹은 격실을
가지고 있다.
우주선 조립 빌딩(VBA)은 내부 공간의 크기가 3,664,833m3로 세계
에서 가장 큰 구조물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Empire State Building 의
4배에 해당하는 공간 크기다. 높이는 160m 이고, 면적은 3.24ha 에 달

한다. 우주선이 발사대로 운반되기 전에 발사준비가 끝난 우주선으로
조립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Launch Control Center( 발사 통제 센터)에서 KSC 발사 팀은 발사
할 우주선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지시하고 감시한다. 발사 통
제 센터에는 4개의 점화의 방이 있다. 이 중 두 개는 카운트다운을 위
한 신경 중추로 사용된다. TV에서 종종 보여 지듯, 이들 유리벽으로 만
들어진 방들이 최종 발사과정을 감시하는 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발
사 지시자가 최종 발사 명령을 내리는 곳이기도 하다.
무한궤도 수송차는 우주선을 발사대까지 이동시키는 거대 기계이다.
야구장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마운드보다 더 크며, 우주선을 실었을 때
8백 16만kg도 더 나가는데, 1.6 km/h의 속력으로 천천히 움직인다.
우주선 운반용 도로는 무한궤도 수송차의 무거운 짐을 잘 견딜 수 있
도록 건설되었다. 돌멩이들이 아스팔트 층을 덮고 있으며 깬 돌들을 그
위에 2.13m 두께로 깔았다. VAB 로부터 발사대 39A 까지의 거리가
5.5km이고, 발사대 39B까지는 약 6.8km 정도 된다.
1960년대 후반 이래, 발사기지39(LC39)의 우주선 발사대 A와 B 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유인 우주비행 시도인 Apollo, Skylab, ApolloSoyuz와 우주선 프로그램들을 위한 배경으로 제공되어왔다.
모든 시스템이 발사를 위해 준비되면, 우주선의 세 개의 주 엔진과
두 개의 고체로켓 부스터가 점화된다. 그리고 우주선은 다음 임무를 시
작하기 위해 발사대 39A 로부터 들어 올려 진다. 발사대는 51,990m2
넓이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두 개의 커다란 회색 탑이 각 발사대 위에 놓여 있다. 키가 큰 탑은

고정 서비스 구조물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엘리베이터와, 비행사들이
우주선을 탑재하는데 사용하는 회전 팔이 있다. 키가 작은 탑은 회전
서비스 구조라 불리는 데, 그것은 거대한 경첩을 중심축으로 하며, 발
사대에 놓여 있는 Orbiter를 완전히 덮을 수 있다.
산업용으로 보이는 물 탑이 각 발사대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안
에 114만 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이 물은 우주선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음향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발사 직전 발사대 위에 뿌려진다. 우주선
이 착륙 시설인 콘크리트 활주로는 우주에서 보일 정도로 매우 길고 넓
다. 밤에 비행기 조종사가 멀리 떨어진 Florida 주의 Jacksonville에서
도 보일 정도라고 말한다.
우주선 Obiter 는 착륙하기 위해 우주에서부터 이 활주로로 접근한
다. 활주로의 길이는 4,572m, 폭은 91.4m, 평균 두께는 40.64m 에 이
른다.

Cape Canaveral : 그때와 지금
방문객들은 유인 우주선 임무를 위한 현역 발사대일 뿐 아니라 일찍
부터 Mercury 와 Gemini의 우주 승리로부터 역사적 발사장소인 곳으
로 안내된다. 미국 우주프로그램의 영역은 Alan Shepard 의 궤도에 진
입하지 않는 간단한 비행으로부터 놀라운 화성탐험 미션까지를 아우른
다.
Kennedy Space Center 과 Cape Canaveral 은 종종 간단히 “The
Cape”라 불린다. 그러나 두 이름의 의미는 다르다. NASA가 우주선을
발사하고 착륙시키는 KSC는 Mettitt섬에 있는 Banana강의 대략 서쪽

에 위치한다. 반면 Cape Canaveral은 Banana 강의 동쪽 요새의 섬에
있는데, 여기서는 AtlasV, DeltaII 등과 같은 군사적·상업적 용도의 로
켓이 발사된다. Cape Canaveral 은 Cape Canaveral Air Force
Station(CCAFS)를 축약한 말이며, 미 공군 45대 Space Wing 이 운영
하는 군사기지이다.
NASA가 생기기 오래 전, 미 공군은 Cape Canaveral로부터 실험적
로켓을 시험 발사했다. Cape Canaveral 에서 발사된 바로 그 첫 번째
로켓이 1950년 7월 24일 발사기지3에서 발사된 Bumper8이었다.
미 공군과 NASA는 발사가 진행되는 동안 근처의 지역이나 도시들
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들의 협조 관계는
일찍이 Mercury 와 Gemini 프로젝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
Cape Canaveral에 위치한 NASA 소유의 발사대에서 변경된 미 공군
의 미사일에 우주비행사를 태워 발사했다.
미 공군 우주 미사일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사일 야외 전시관
이다.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Explorer1이 1958년 이곳에서 발사되었
다. 조금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기지5/6과 발사대가 있는데, 이곳은
Alan Shepard가 Mercury Redstone3 Freedom7 을 타고 우주에 간 미
국 최초의 사람으로 1961년에 미국 역사책에 실리게 된 곳이다.
전시관의 전시물들은 초기 미사일 연구 개발 시절동안 Space Coast
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약 60cm 두께의 벽으
로 만든 요새 건물은 쌍둥이 발사대로부터 단지 122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시간에 맞
게 바깥쪽 폭파의 문을 통과하여, 한 때는 최첨단 장비였지만 이제 구
식이 되어버린 컴퓨터와, 통제와 발사 지원 장비 등이 비치된 점화의

방으로 들어간다.
버스를 타고 우주산업과 관련된 “The Cape” 라는 광활한 지역과 각
종 센터를 둘러보면서 내내 미국의 우주 산업 인프라에 대해 매우 부러
웠다. 이들 시설물들이 우주 강국으로서의 미국의 현재 위상을 대변해
주며, 시설물들을 관광 상품화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얻어낼 뿐 아니라,
또한 이것을 보는 이들에게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고무한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4. EXPLORERS WANTED
정리 : 경기 수지고등학교 박성은

입구

[그림 3-4-1] ⓒNASA

과학관은 섀클턴이 남극탐사대원을 모집할 때 썼던 이 광고문을 입
구에 배치하여 과학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EXPLORERS WANTED"
Hazardous Journey, small wages, bitter cold.
long months of complete darkness, constant danger, safe return
doubtful
Honour and recognition in case of success.
Ernest Shackleton
Antarctic Explorer.

섀클턴의 구인광고를 뒤로 하고 입장한 과학관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제공되는 우주과학 퀴즈, 생생한 화성
과 달의 영상,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의 강연으로 관람객의 발을 멈추
게 하고, 관람객과 대화하는 전시물들은 관람객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낸다.

<과학관 내부 전경 파노라마 사진>

[그림 3-4-2]

[그림 3-4-3]

Lunar Landing Simulation

NASA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들
과학관의 초대형 스크린들을 지나면 작은 코너들이 나오는데 이곳에
는 NASA가 최근에 연구하는 분야와 그 곳에서 일하는 여러 분야의 전
문가들의 사진과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대화형으로 기록해 놓은 사진들이 있다.

Spacesuit Development

[그림 3-4-5]

Spacesuit Designer

Likes the challenge of making space an
easier place to work.
"나는 항상 내 우주복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찾고 있어요.“
[그림 3-4-6]

Surface Systems Engineer
다른 행성의 표면에서 작업하기 위한 도구와
장비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합니
다. “모든 장비들은 우주에서의 작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 뛰어나면서도 기능적인 시스템을 제
공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잘 작동해야 합니다.”
[그림 3-4-7]

Space system Engineer
우주에서도 지구상의 집과 같
이 지낼 수 있는 더 좋은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한 테스트를 통해
우주에서 거주하는 시스템을 구
상한다.
“거주의 문제는 지구에서는

[그림 3-4-9]

참 쉬워요. 하지만, 전혀 다른 재
료로 새로운 세계에 적용하는 것은 거대한 도전이지요.”

[그림 3-4-10]

The ATHLETE Rover

[그림 3-4-12]

Robotic Engineer
달에서 짐을 나르고, 조작하고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합니다.
“왜 꼭 어느 한 지점에 기지를 건설해야 하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
어요.”
[그림 3-4-14]

Mars Scientist
화성 표면의 물의 이용과 화성표면의 상태에
대해 연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탐험을 위해 어떤
행성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 곳에서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지 상
[그림 3-4-15]

상해 보세요.”

NASA Design Engineer
이전에는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디자인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을 공부할수록 저는 우리 별 지구에 대해 감사
하게 됩니다.”
[그림 3-4-16]

Astronautical Engineer
지구 대기권 밖의 우주공간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일할 수 있는 기계를 창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선 기술은 인류
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
합니다.”
[그림 3-4-17]

Environmental Engineer
야생의 환경과 천연자원, 인류의 삶을 보존하
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입니다.
“무엇이 화성을 죽였을까요? 화성은 예전에는
더 많은 물과 대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
[그림 3-4-18]

구의 환경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화성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SPACE DANGERS
이 동영상은 인간이 우주에서 생활할 경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들을 알기 쉽게 해주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Micro Gravity
Windstorms on Mars
Lunar Dust
WE WANTED ~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NASA에서는 농부도, 기술자도, 그 외 다른 여
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필요로 한다. 이런 전시물은 미래세대의 아이들
에게 NASA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에 대한 진로정보를 주고 있다.

[그림 3-4-19]

Join US and Stay in Touch
직접 사진을 찍고, 프로그램을 조작하며 성공할 경우 증명서를 발급
하는 등 관람객을 전시물 안으로 끌어들이며 대화한다.

[그림 3-4-22]

WE NEED YOU !

[그림 3-4-24]

입구에서부터 의미심장한 문구로 시작한 이 과학관은 과학관을 관람
하는 사람들을 개입시키는 구성에 나를 놀라게 했다. 이 과학관은 코너
별로 우주과학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의 사진과 그들이 하
는 일, 그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직접 관람객

을 향해 말을 걸고 있었다. 또한, 현재 인류가 우주에서 거주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다양한 전시물, 영상자료 및 시뮬레이션으로 전
시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구성물들은 “We need You!" 로 끝맺고 있었
다.

이 과학관은 우주과학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인 아니라 학생
들에게 우주과학에 관련된 진로정보를 주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이 분
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가슴 속 열망을 불러일으키도록 구성되어 있었
다. 단순히 어떤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단순한 체험물로만 구성되어 있
는 우리나라의 과학관만 보았던 나는 이 과학관의 구성이 매우 참신했
다. 그리고...케네디 스페이스 센터가 갖고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의 가치 "Inspiration + Innovation + Invention = Future" 를 몸으로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5. Astronaut Memorial Park
정리 : 전북 용담중학교 오현춘

[그림 3-5-1] 우주인 기념비 / 성조기가 조기로 게양되어 있다.

1991년 5월에 KSC 방문단지 내 약 2.43ha 면적의 땅에 스러져간 영
웅들을 위해 국가 기념 건조물이 헌정되었다. 지금까지 2,000만 명 이
상의 방문객을 맞았다. 우주 탐험을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은 24명의
우주인의 이름이 거울처럼 연마한 검은 화강석 벽에 아로새겨져 있다.
이 기념비는 반사된 태양 빛이 기념비 뒤쪽에서 비쳐 우주인들의 이름
이 구름 사이에서 떠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높이 13m, 폭 15m의 이 아름다운 우주 거울은 우주인 기념 재단의
프로젝트 결과인데, 이 재단은 1986년 우주왕복선 Challenger 참사 이
후 중부 플로리다 사업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교육단체이다. KSC
의 NASA 교육 프로그램들 또한 기금을 불러 모으고 있다. 우주 거울
과 교육센터는 플로리다 거주민과 다른 기부자들에게 Challenger 임무
자동차 번호판을 판매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들 우주인들은 비행이나 비행훈련 수행 중에 목숨을 잃었다. 그들
의 이름이 우주거울의 검은색 화강석 표면에 새겨져 있다. 옆의 다른
입간판에는 24명의 사진과 이름, 자세한 이력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우

주인 24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Michael Adams/Michael P. Anderson/Charles A. Bassett, ll/David
Brown/ Manley “sonny” Carter, Jr./Roger B. Chaffee/Kalpana
Chawla/Laurel Clark/Theodore C. Freeman/Virgil “Gus”
Grissom/Rick husband/Gregory B. Jarvis/Robert H. Lawrence, Jr./S.
Christa McAuliffe/William C. McCool/Ronald E. McNair/Ellison S.
Onizuka/Ilan Ramon/Judith A. Resnik/Francis “Dick” Scobee/Elliot
M. See, Jr./Michael J. Smith/Edward H. White, II/Clifton C. Williams,
Jr.

[그림 3-5-3] 희생된 우주인 17명 / 7명

[그림 3-5-5] 희생된 우주인 24명 전체 / 기념비 설명글

우주인 기념비 설명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인류가 새로운 미개척영역을 정복하고자 추구할 때면 언제나 그 목
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1991년 5월 9일에 헌
정된 이 우주인 기념비는 우주 정복에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
고 마지막 희생을 바친 미국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보내는 찬사다.”
- 우주인 기념재단

PART 4. Space Science
in Our Classroom!
1. 미션패치와 함께하는 성공적인 우주미션
개발자 : 덕장중학교 김세희

1. 주제 설정의 배경
NASA에서는 50년 전부터 미션패치를 만들어 우주 미션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관련 팀원들의 마인드 향상을 꾀하여 성공적인 우주 미션
의 기폭제로 사용하였다. 미션 관련 우주인들은 스페이스 수트 및 관련
물품들에 각 미션에 따라 제작된 미션 패치를 부착하였고 이것은
NASA의 전통이며 역사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심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심벌들에는 우리 사회 다양한 집단들의 목적 및 비젼 같
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각 집단들은 협동성 및
유기적인 팀워크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주과학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할 때 각 모둠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팀원들의 협동성 및 팀워크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각 모둠의 미션패치를 만들면서 팀원들 간
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서로의 공통된 목적을 깨닫게 함으로써 모
둠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정의적 영역의 교육효과를 미션패치를 통해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NASA의 미션패치들의 특징을 살
펴보며 지금까지 인류의 우주개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 의도
ㆍ 상황제시 : 기존 우주미션패치를 기반으로 모둠별 우주미션을
계획한다.
ㆍ 감성적 체험
- 기존 NASA에서 제작된 다양한 미션패치들을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미션패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필요성을 느낀다.
- 모둠별 미션패치 피드백 활동을 통해 패치의 적절성을 평가한
다.
- 미션패치 제작을 통해 자신의 꿈과 비젼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
킬 수 있다.
ㆍ 창의적 설계 : 모둠별 우주미션의 성격을 반영한 유의미한 미
션패치를 디자인한다.

3. 학습목표 및 관련 핵심역량
1. 미션패치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통해 미션패치 안에 있는 우주
과학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다.
2. 미션패치의 목적을 알 수 있다.
3. 모둠별 독자적인 미션패치를 제작할 수 있다.
4. 미션패치를 제작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팀원들 간의 의
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4. 수업의 흐름도
ㆍ Card Match Activity and Research
(기존 NASA 미션 패치 와 패치에 대한 설명카드 연결) - 20분
ㆍ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
(팀별 활동 목적 및 미션 패치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20분
ㆍ 미션패치 디자인하기 - 30분
ㆍ 미션패치 피드백 - 20분 및 과제 부과
5. 지도상의 유의점
기존에 제작되었던 다양한 미션패치를 제공하여 우주개발 역사에 대
한 배경지식이 풍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도록 다른 학생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6. 수업의 계획

7. 수업 활용 자료
[이미지출처] http://ussrc-educator-camp-2012.wikispaces.com

Lovell, Aldrin 에 의해 초승달 모양을 활용하여 디자인
되었으며 할로윈 기간에 발사하려고 하여 로마숫자 12를
상징화 시켰고 아폴로 프로그램 바로 앞전의 미션이었
[그림 4-1-2] Gemini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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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ssom, White, Chaffee 에 의해 1976년 1 월 27 일 아
폴로 1 미션을 위해 제작된 미션패치

[그림 4-1-3]Apollo1
ⓒNASA

Borman, Lovell, Anders 는 달로 가는 미션에서 돌아오
는 길에 미션의 총 수행경로를 숫자 8 로 이미지화 하여
미션패치를 제작하였다.
[그림 4-1-4]Apollo 8
ⓒNASA

Armstrong, Collins, Aldrin 은 미국의 상징인 미션패치
에 독수리를 등장시키는 아이디어를 선보였으며 특히,
이들은 미션패치가 간단하게 표현되기 바랬다. 원래의
디자인은 올리브 나뭇가지가 독수리의 부리에 물려있는
[그림 4-1-5]Apollo 11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너무 공격적인 이미지로 여겨져 현

ⓒNASA

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Lovell, Swigert, Haise 는 3 번째 달 착륙을 시도하였으
나 발사과정 중에 고장으로 달 착륙이라는 미션은 실패
하였다. 하지만 나사 관계자와 3명 우주인의 의지로 인하
여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 우주프로젝트이었다. 3 마리의

[그림 4-1-6]Apollo 13

천마가 달로 향하는 의미를 지닌 미션패치이다.

ⓒNASA

Apollo- Soyuz
ASTP project patch
US crew - Stafford, Slayton &
Brand
USSR crew - Leonov & Kubasov
[그림 4-1-7] ⓒNASA

Young, Crippen에 의해 지휘된 첫 번째 콜롬비아 셔틀
미션이었다.
[그림 4-1-8]STS 1
ⓒNASA

Crippen, Fabian, Huck, Ride, Thagard 에 의해 제작
된 미션패치로 기념할 만한 기록이 많은 미션이었다. 우
선 7번째 셔틀 미션, 첫 번째 여성 우주인이 탑승한 미션
[그림 4-1-9]STS 7

이었다.

ⓒNASA

Scobee, Smith, McNair, Onizuka, Resnik, Jarvis,
McAuliffe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25번째 셔틀 미션이었
다.
[그림 4-1-10]STS 51L
ⓒNASA

Brown, Lindsey, Robinson, Parazynski, Duque,
Mukai, Glenn 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92 번째 셔틀 미션
으로 25 번째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의 미션이었다. 이
패치는 우주선 승무원들에 의해 과학기술적인 면과 역사
[그림 4-1-11]STS 95

적인 모든 면들을 반영한 우주 미션들의 의미를 기리기

ⓒNASA

위해 제작되었다. 패치의 의미를 보면 지구 가장자리에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우주선이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 미션
이 태양과 관련된 미션임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미지였다. 굵게 표현된 숫자
‘7’은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한 7명의 승무원을 의미하며 특히 승무원 중 Glen의
Friendship 7 capsule 에 의해 수행된 첫 번째 궤도 비행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기도 하다. 로켓에 달려있는 깃털 같은 선들은 로켓의 주요 목적은 몇 가지 영역
의 연구 분야: 미세중력 하에서의 물질 연구, 지구 및 우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
한 의학 관련 연구를 의미한다.

Husband, McCool, Anderson, Brown, Clark,
Chawla, Ramon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13번째 우주 셔
틀미션이며 콜롬비아호의 28번째 비행이었다. 주된 임무
는 미세 중력과 관련된 국제적인 연구 수행이었으며 16
일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면서 수행되었다. 패치의 가운데
[그림 4-1-12]STS 107
ⓒNASA

부분에는 마이크로 중력단위가 심벌로 나타냈으며 이어
서 지구의 지평선과 함께 선으로 표현되었다. 일출은 미
세 중력에 대한 국제적인 새로운 연구 분야가 지구상 인

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미션에 의해서 열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단부 7개의 별은 이 미션에 탑승한 7 명의 우주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표
현되었으며 우측 하단부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스라엘 참여자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4년 8 월부터 10 월까지 수행된 미션으로 국제우
주정거장(ISS)을 대표하는 패치이다. 소유즈 로켓과
‘탐험’을 로마자 IX로 표현하였다. 또한 미국과 러시
아의 파트너쉽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국제적인 연구
인 ISS 는 인류의 달과 화성에 대한 탐험을 이끄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주인들의
[그림 4-1-13]Expedition 9

부단한 노력에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독수리의

ⓒNASA

날개를 표현한 것은 인류의 우주 비행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바톤은 이 미션이 위대한 발견들에 대한 전초기지의 역할
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Collins, Kelly, Lawrence, Noguchi, Robinson,
Thomas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STS-107 승무원들의
콜롬비아호 귀환을 위한 기념하기 위한 패치이다. 지
구상을 올라가는 tu 틀 안의 7개의 별은 관련 승무원
[그림 4-1-14]STS 114
ⓒNASA

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적인 지구 모양은
이 미션 비행이 성공귀환으로 끝나기 위해서 애썼던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기리기 위한 표현이다. 배경 이미지는 지구상의
밤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EVA 승무원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운데 붉은 태양 모양의 심벌은 이 미션에 기여한 일
본인들의 노력을 표현하가ㅣ 위한 것이며, 다채로운 색깔의 우주선 뒷부분 선들
은 이 미션에서 수행된 셔틀 점검 및 관련 실험,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 물품 보
급 및 수리 등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이소연과 우주개발의 미래상
The Vision of Space Program for the Future of Human being

_________학교 성명 : ________

[그림 4-1-15] ⓒNASA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우주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릴 적부터 간직한 우주인의 꿈을 현실로 바꾼 자랑스럽고 위대한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인간은 꿈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꿈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생명체나 다름이 없다고
하지요.
꿈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는 그런 꿈을 가

진 자를 위해 준비된 기회이자 몫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지게 되면 젊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 꿈의 방향
으로 알게 모르게 흐르게 되어 실제로 꿈의 실현을 돕게 되는 것입니
다.

꿈너머 꿈같은 우주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단 단계별 목
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까지는 우주정거장을 완성하고 2014년까지는 무
엇을 한다는 것과 같은...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끝없이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수만 가
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것을 처음부터 다 예측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요. 따라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Passion: 최선의
어머니이자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No Pains, No Gains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환상과 몽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들을 살펴서 남들보다 차별화되게 잘 할 수 있
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갖고 있는 끼가 무엇인가

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
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우주미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달? 화성? 태양계 밖에? 우리 미션패치 제작을 통해 그 꿈을 설계해
봅시다!

참고: http://lge24528.blog.me/120050138011

내가 꿈꾸는 우주미션은 무엇인가요?

미션패치와 함께 우주미션 !!

_________학교 성명 : ________
NASA에서는 우주미션의 성공적 수행을 기원하고 팀워크를 높이
기 위해 미션패치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의 미션패치들은 어
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 안에 숨은 지금까지의 우주개발 역사
를 탐구해보자.

내가 선택한 미션패치
내가 선택한 미션패치에 담긴 우주개발의 역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주된 미션패치의 심벌은?

2. 왜 이러한 심벌을 사용했을까?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

3. 메인 심벌 이외의 다른 이미지는?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4. 필요 없는 정보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을까?

다른 친구의 미션패치
다른 친구의 미션패치에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탐구해 보자.

1. 주된 미션패치의 심벌은?

2. 왜 이러한 심벌을 사용했을까?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

3. 메인 심벌 이외의 다른 이미지는?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4. 필요 없는 정보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을까?

우리 모둠만의 미션 패치를 만들자 !!

1. NASA의 미션패치들을 바탕으로 우리 팀만의 우주 개발 미
션패치를 제작해 보자.

1) 미션패치 제작은 왜 필요할까?

2) 학교생활에서 팀워크가 중요했던 적은 언제였을까? 어떤 팀워
크가 중요 그룹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나?

3) 학NASA의 우주미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4) 학우리 모둠의 우주미션은? ( 이소연과 우주개발의 미래상 활
동지를 통해 생각했던 나만의 우주미션을 참고로 모둠토의를
통해 정해보세요.)

5) 학우리 팀의 우주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모둠원 전체의 공통 목
적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6) 미션패치에 표현할 정보들을 생각해보자
(너무 많은 정보의 표현은 미션패치의 통일성 및 정보 전달의 간결
함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꼭 표현해야할 주된 정보만을 생각해보자.)

7) 패치의 주된 심벌은 어떤 것으로 할까?

우리 모둠의 미션패치 제작

2. 완성된 우리 모둠의 미션패치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1) 우리 모둠의 제작 의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사용한 심벌의 의의, 표현한 정보 개수의 적절성)

2) 다시 제작해 본다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3) 다른 모둠에게 우리 팀의 미션패치를 소개할 때 주력해서 발
표하고 싶은 내용은?

3. 다른 모둠의 미션패치를 보고 피드백 하여 보자.

1) 제시된 미션 패치의 우주 미션의 내용은?
2) 제작 목적 및 의도는?

3) 주된 심벌은? 심벌의 적절성에 대하여 토의해보자.
4) 패치에 표현된 정보의 수는 적절한 편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
떤 정보를 더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할까?

다른 나라의 우주미션 패치는 ?

NASA에서 우주미션 패치는 처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우주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미션패치들을 만들기 시작했
습니다. 어떤 우주개발에 초점을 두었나요? NASA 와의 차이점은?
더 돋보이는 점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AIssat-1 은 노르웨이의 위성이며 이것
의 가장 우선되는 미션은 낮은 궤도에
서 지구를 상회하면서 우주선과 해양
선박들의 자기위치 인식을 통합하는 것
이다. 이 미션은 학술적인 연구와 이 분
야를 개척하기 위한 성격이 크며 우주
[그림 4-1-16] Space Flight
Laboratory

선과 해양선박들의 위치 추적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스케일이 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2008년 4월 8 일 소유즈 TMA-12 호가
한국인 이소연씨를 포함한 러시아 우주
인들을 태우고 17번째 우주정거장 방문
미션에 참가하였다.
이번 우주미션의 주된 목적은 로켓발사
를 통해 이미 궤도에 올려져 있는 EU의
[그림 4-1-17] 출처 : wikipedia

콜롬버스 모듈과 일본의 키보 모듈을

우주항공기술자들에 의해 국제우주정거장의 본체에다 조립하는 일. 그
리고 이소연씨는 별도로 주어진 18 가지 과학실험임무를 수행하는 미
션이었음.

이 우주미션은 글로벌한 우주과학 교육
에 목적을 둔 미션으로 교육에 대한 가
치를 윗부분에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미션관계 우주인들의 이름과 출신 나라
들은 패치의 테두리에 배치하였으며 미
션의 순번은 하단부분에 로마자로 표시
[그림 4-1-18] ⓒNASA

하였다.

중국의 우주항공연구소(CNSA)는 공식
적으로 미션패치들을 제작하여 공개하
지 않았다. 하지만 Shenzhou 우주미션
을 대표하는 장면을 패치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그림 4-1-19] Wikipedia

미션패치 개발을 통해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으나 이 활동을 하면
서 나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 있나요?

2013년도 나만의 미션패치를 만들어 봅시다.
2013년도 내가 실천했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어떤 심벌을 사용할까요? 제
작하여 늘 잘 보이는 곳에 두거나 코팅해서 책갈피나 가방 악세사리 등등으
로 사용해 보세요. 꿈과 비젼으로 가득찬 2013년도 될 거예요.

참고문헌
Mentzer, N., Mentzer, F., & Jones, K.(2008). Join the mission, design a
patch. Technology and Children, 12(4):4-7.

2. Rocket launch(로켓 발사)
개발자 : 강북중학교 전종호

[그림 4-2-1] ⓒNASA

1. 주제 설정의 배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사업으로 나로
(KSLV-I) 개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나로(KSLV-I) 개발목표는
100kg급 과학위성을 근지점 고도 300km, 원지점 고도 1500km의 지
구저궤도에 진입 시킬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여 발사하는 것이다. 이
개발 사업을 통해 우주 발사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발사를 수행하고
위성의 궤도 투입 기술 및 발사 운용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며 본 과정에서는 로켓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
리를 이해하고, 로켓을 직접 제작하여 발사하여 보자.

2. 프로그램 개발 의도
ㆍ 상황 제시 : 로켓이 발사되어 날아가는 장면을 본 적 이 있는
가? 저 먼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로켓의 모습을 관찰하고, 지
구 중력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의문점을 제시한다.
ㆍ 감성적 체험 : 로켓 발사 동영상, 우주정거장 및 우주인 활동
동영상 등을 통해 우주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한 로켓 제작 및 발사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ㆍ 창의적 설계 :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가장 높게 또는 멀리
날 수 있는 로켓을 설계, 디자인, 제작한다.

3. 학습목표 및 관련 핵심역량
1. 로켓 발사 장면을 분석하여 로켓의 궤적을 표시할 수 있다.
2.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3. 로켓(나로호)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4. 팀원들과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
다.
5. 로켓을 제작하고, 가장 잘 날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하여 성공
적인 발사를 할 수 있다.

4. 수업의 흐름도
ㆍ 로켓의 발사 장면과 궤적 - 10분
ㆍ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로켓의 과학적 원리 - 10분
ㆍ 로켓 제작 및 발사 - 60분
ㆍ 로켓 장 단점 파악 및 문제점 개선 - 20분

5. 지도상의 유의점
1. 로켓 발사 장면 등 다양한 동영상을 준비한다.
2. 로켓의 구조와 원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업 전 사전 학습으로 NASA, KARI, KSLV 등 인터넷 검
색을 안내한다.
4. 로켓은 화약추진로켓과 에어로켓을 제작할 수 있지만 수업
상황에 따라 로켓의 종류를 사전에 결정한다.
5. 로켓 발사 시 운동장과 같은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6. 로켓 발사대를 포함한 발사 장비를 사전에 점검한다.
7. 로켓 발사 시 보조교사 또는 보조학생을 활용한다.

6. 참고 자료 출처
ㆍ 한국최초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http://www.kslv.or.kr
ㆍ 항공우주연구원 http://www.kari.re.kr
ㆍ 미 항공우주국 http://www.nasa.gov
ㆍ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http://www.kennedyspacecenter.com

7. 수업의 계획

8. 수업 활용 자료

1. 로켓의 추진 원리
로켓 추진의 한 형태인 제트
추진은 가스 분출에 의해 발생하
는 후방추진력에 대한 물체의 반
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물리적 원리는 모든 작용
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뉴턴의 운동 제
3법칙에 의해 설명된다. 화학추진제 로켓의 제트는 추진제 혼합물이
추력실(연소실)에서 태워져 연소 가스가 생성되어 노즐을 통해 초음속
으로 분출된다. 적절히 설계된 수축-확산 노즐에서의 가스 속도는 노
즐 목(가장 좁은 지점)에서 음속이 되고, 노즐이 확산(분출)되는 끝부
분으로 이동하면서 초음속이 된다. 이렇게 발생되는 추진력은 비행체
가 지나가는 매질과 전혀 상관없다.

분사추진장치의 특별한 형태인 로켓은 터보제트 기관, 펄스제트 기
관, 램제트 기관과 관련이 있으나, 추진 분사에 필요한 요소(연료와 산
화제) 모두를 비행체 내부에 싣는 점이 다르다. 또다른 종류의 분사추
진기관으로 비행체는 연료만 싣고 비행하면서 산소를 기관으로 빨아들
여 연소시키는 방식이 있다. 이것을 '공기흡입'(air - breathing) 로켓이
라 하며, 대기권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추진력(추력)과 비(

)순간력

의 개념은 간단한 수학식으로 잘
설명된다. 추진력은 근본적으로
가스의 운동량과 같으므로 배출
가스의 무게와 속도의 곱과 같
다. 즉 이 추진력은 F=W/g×Ve이다. 여기서 F는 추력, W는 추진제 유
동률, g 는 중력가속도, 그리고 Ve 는 노즐 분출속도이다. 좀더 정확한
식은 노즐 출구면적과 출구압력과 대기압의 차이를 곱한 항이 추가된
F=W/g×Ve＋(Pe－Po)Ae이다. 여기서 Pe 는 출구압력, Po 는 주변압
력, 그리고 Ae는 노즐 출구면적이다.
Po는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완전진공 또는 우주공간에서
0이 되기 때문에, 로켓 기관의 성능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윗단 로켓 기관의 추력평가는 해면(

)과 작동고도에서 자주 실시하

며, 작동고도에서의 평가가 항상 높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사추
진은 분사 가스의 후방추력에 대
한 비행체의 반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로켓 제트의 운동 에너지
는 연소에 의한 화학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추진제의 단위 무게당 높은 열화학 에너지가 필요
하다. 실제 로켓에서 분출되는 제트의 운동 에너지는 추진제의 연소로
생기는 이론적인 열에너지의 40~70％ 에 불과하다. 이때 작은 효율손

실은 불완전 연소와 추진실 벽에서의 열손실로 발생하고, 보다 큰 손실
은 분사 노즐에서 방출되는 무효열 에너지(그 이하를 사용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에너지) 때문에 발생한다.
효율적인 장거리 로켓을 설계
할 때는 로켓 구조물의 무게를
최소로 줄이고 추진제의 백분율
무게를 최대로 증가시켜야 한다.
V-2의

경우에는

이륙중량의

69%가 추진제였지만, 현대의 저단 부스터들은 94％ 정도가 추진제이
다. 수직으로 이륙하는 대형 로켓의 경우에는 이륙가속도가 수g(중력
가속도)에서 수십g까지 변한다. 로켓 추진 비행체의 최종속도는 단분
리(

) 기술을 이용해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

다. 즉 하나의 로켓이 다른 로켓의 위쪽에 설치된 일련의 로켓들을 하
나씩 차례로 점화시킨다. 따라서 각각의 연속된 단들은 크기가 점점 작
아지며 보다 높은 초기 속도로 점화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계요소의
가격·신뢰도 감소로 인해 채택되는 단의 수는 한계가 있다. 로켓모터나
추력실은 하나의 연소실과 노즐로 이루어져 있다. 액체추진 모터의 경
우에 주입기 헤드는 연소실의 일부로 간주된다.
로켓 기관은 관련된 추진제와
공급 장치, 추진제관, 밸브, 조절
기, 고정 러그, 점화기 등이 추가
된 모터와 관련되며, 로켓 동력
장치는 추진제 저장 탱크, 가압
장치, 수평유지설치대(또는 제터베이터·조종면 등), 탱크 저장량 감지

장치 및 이와 관련된 컴퓨터를 포함하는 전체 추진 장치와 관련된다.
널리 쓰이는 로켓모터는 고체나 액체인 화학추진제를 태워 생성되는
뜨거운 가스를 뒷부분의 수축-확산 노즐을 통해 제트로 분출한다. 로
켓 모터의 다른 형태에는 혼합형 장치(고체추진제의 중심에서 액체추
진제가 태워짐)와 연소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램 공기를 사용하는 공기터보 로켓이 사용된다. 로켓 추진장치 가운데 화학추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2가지 형태는 핵과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장치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진지한 관심이 모아졌으며, 우주비행계획에 특
별히 응용된다.
[백과사전 : 브리태니커]

2. 우리나라 우주개발계획(Korea's Space Program)

[그림 4-2-8] http://www.kslv.or.kr

3. 나로호(KSLV-I)

가. 발사개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
주연구원(KARI)는 우주개발진
흥기본계획에 의거, 국내 최초로
나로우주센터에서 100kg

급의

‘나로과학위성(STSAT-2C)’을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 나로호

[그림 4-2-9] http://www.kslv.or.kr

(KSLV-I)’에 실어 지구 저궤도(근지점 고도300km, 원지점 고도
1,500km)에 쏘아 올릴 계획이다.

■ 발사 수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 발사장소 :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508)
- 동경 127.3도, 북위 34.26도
■ 발사체 : 나로호(KSLV-I)
■ 탑재위성 : 나로과학위성(STSAT-2C)

나. 나로호(KSLV-I) 제원
'나로호(KSLV-I)'의 1단은 크게 5개 부분(전방 동체부, 1단 탑재체
부, 산화제 탱크부, 엔진을 포함한 연료탱크부, 공력핀을 포함한 후방
동체부)으로 구성된다. 상단은 2단 탑재체부, 킥모터부, 페이로드 페어
링, 탑재 어댑터, 위성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4-2-10] http://www.kslv.or.kr

다. 발사 준비과정
◈ 1단계(운반)
나로과학위성과 ' 나로호(KSLV-I)'를 우주센터로 운반한다. 안정적
인 부품 운반을 위해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량에 부품을 탑재하고, 다
시 완충장치가 된 컨테이너에 넣어 육로와 해상으로 이동한다.

◈ 2단계(조립)
운반된 과학기술위성2호(STSAT-2)와 '나로호(KSLV-I)'의 주요 부
품들은 위성시험동과 고체모터동에서 조립을 완료한 후, 기능시험을

거쳐 종합조립동으로 이동, 최종 조립된다.

[그림 4-2-11] http://www.kslv.or.kr

◈ 3단계(발사체를 발사대에 설치)
조립시설에서 최종 조립된 나로과학위성 및 '나로호(KSLV-I)'를 트
랜스포터(Transporter)를 이용해 발사패드까지 이송한다. 이동은 수평
으로 실시하며, 이동 후 이렉터(Erector)를 이용해 '나로호(KSLV-I)'를
수직으로 세워 발사패드에 고정시킨다.

[그림 4-2-12] http://www.kslv.or.kr

◈ 4단계(최종 점검 및 추진제 주입)
'나로호(KSLV-I)'가 발사대에 설치되고 나면 발사를 위해 ' 나로호
(KSLV-I)'의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발사 약 1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가

주입되기 시작하고 연료와 산화제가 주입되면 모든 발사 준비가 완료
된다.

[그림 4-2-13] http://www.kslv.or.kr

◈ 5단계(발사 카운트다운)
발사 예정 시간까지 모든 기기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 상태와
주변 환경 역시 발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발사 15분 전부터 자동 카운
트다운이 시작된다.

[그림 4-2-14] http://www.kslv.or.kr

◈ 발사 후 회피기동
나로호는 발사대를 이륙한 직후, 나로호에서 분출되는 고온/고압의
화염이 발사대 시설에 손상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만일에 있을지 모
르는 사고로부터 발사장과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사대 회피 기
동을 수행한다.

발사대 회피기동은 나로호의 화염이 발사대 중요시설을 향하지 않고
발사대 바깥으로 향하도록 하며, 발사 직후 약 10여 초간 수행된다. 이
때 나로호의 방향은 북동쪽을 향하게 되며, 이것은 비행경로를 이탈하
는 것이 아니다.

[그림 4-2-15] http://www.kslv.or.kr

※ 발사 자동 시이퀀스 단계 : 발사준비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발사를 위한
PLO(Prelaunch Operation) 가 시작된다. PLO 는 이륙 900 초 전부
터 시작하며,
1단 및 2 단의 발사관제시스템에 의해 진행되어 발사체를 발사시킨
다.

※ 발사 준비조건
○ 발사윈도우(Launch Window)
우주발사체는 하늘이 허락한 특정한 시간에만 발사가 가능하다. 이
시간을 일컬어 ‘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Launching Window)'라 한다.
위성은 태양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궤도에 진입한 후 위성의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궤도에
진입한 위성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
다면 자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따라서 발사시간에 따른 태양의 위치와 위성 궤도면을 계산해
태양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발사하는 것
이다. 나로과학위성의 경우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초기에는 3 축 자세
안정화를 하고, 이후 태양 전지판의 한 면을 태양으로 향하는 1축 안정
화 모드로 들어간다. 이러한 초기 운용시 위성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
지는 일식 조건이 궤도상에서 장시간 지속되면 위성의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어 임무 수행에 영향을 받는다. 위성체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위
성이 궤도에 투입된 후 하루 동안의 각 궤도 주기 동안 10% 이하의 일

성이 궤 에 투입

후 하루 동 의 각 궤

주기 동

이하의

식 조건을 필요로 한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은 위성의 종류와 발사하는
장소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르다. ‘나로과학위성’의 경우 겨울철인 11
월~1월에 발사할 경우는 오후에, 초여름철인 6월부터 7월 중순까지면
오전만 발사가 가능하다. 또한, 7월 하순은 오전, 오후 약 2시간씩 발사
가 가능하다. 이외의 봄과 가을에는 오전, 오후 모두 가능하며 발사 가
능시간은 약 2~3시간 동안 지속된다.

◈ 6단계 이륙 및 분리
발사 후 200여초 뒤 위성을 감싸고 있던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고, 발
사체 2단이 분리된다. 고도 300km쯤에서 2단 킥모터(고체연료 엔진)
가 연료를 다 태우고 난 뒤, 100여초 후 나로과학위성이 분리된다.

[그림 4-2-16] http://www.kslv.or.kr

라. 발사 순서
'나로호(KSLV-I)'의 발사를 위해서는 발사 약 14시간 전부터 15분
전까지 추진제 충전 및 탑재시스템 점검/운용이 수행되고, 15분 전부
터 자동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그림 4-2-17] http://www.kslv.or.kr

'나로호(KSLV-I)'는 이륙 후 20 여초 동안 거의 수직으로 비행하여
900m 상공까지 치솟은 후 남쪽 방향으로 비행하기 위해 발사체를 기
울이는 킥턴(Kick-turn)을 한다. 발사 후, 약 215초에는 페어링을 전
개하고, 약 228초에는 1단과 2단 엔진을 분리하여 1단을 바다에 떨어
뜨린다. 발사 후 약 395초에는 2단 킥모터 엔진을 점화하고, 이후 약
540초에는 나로과학위성을 분리한다. 이후 나로과학위성은 지구 저궤
도(고도 306km) 에 진입하게 되며, 발사 후 40여 분이 지나면 남극을
넘어 지구 반대편에서 돌아야 할 궤도에 진입한다. 발사 후, 한국과학

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약 13시간 후에 첫 위성 신호를
탐지하게 된다. 나로호는 발사 직후 약 10초간 회피기동을 수행한다.
회피기동은 나로호의 화염이 발사대 중요시설을 향하지 않고 발사대
바깥으로 향하도록 나로호의 자세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나
로호의 방향은 북동쪽을 향하게 되며, 비행경로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
다. 나로호가 발사대를 이륙한 직후, 나로호에서 분출되는 고온/고압의
화염이 발사대 시설에 손상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만일에 있을지 모
르는 사고로부터 발사장과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마. 개발 시험
◈ 페이로드 페어링 분리 시험
페이로드 페어링이란, '나로호(KSLV-I)'중 가장 앞쪽에 위치한 원뿔
모양의 보호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비행 중에 발생하는 공력가열 및 소
음 등으로부터 과학기술위성2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노즈페어링
분리시험은 발사체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중량을 줄이기 위해 분
리하는 성능시험으로 분리 후에는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내부에서 보
호되었던 과학기술위성2호(STSAT-2)를 볼 수 있다.

[그림 4-2-18] http://www.kslv.or.kr

◈ 고공환경모사 킥모터 연소시험

발사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2단 로켓인 킥모터는 실제 비행할 때
에 진공상태에서 연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작동환경과 유사한 연
소 환경에서 킥모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고고도 엔진(킥모터) 연
소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그림 4-2-19] http://www.kslv.or.kr

4. 우리나라의 로켓

[그림 4-2-20] http://www.kslv.or.kr

5. 에어로켓 제작
가. 에어로켓 도면(A4 size)

[그림 4-2-21] ⓒNASA

나. 몸체 만들기
PVC파이프에 로켓 몸체 OHP용지를 감고 투명테이프로 붙인다. 파
이프에 원통형으로 감긴 OHP용지가 밖으로 1cm 정도 나오게 하고 요
구르트 병을 그 부분에 끼운 다음 그 둘레를 투명테이프로 붙인다. (몸

통과 요구르트 병이 일직선이 되도록 책상 위에 놓고 돌려보면서 중심
을 맞추고 셀로판테이프로 감아서 연결)

다. 날개와 탄두 만들기
날개 ①, ②, ③을 가위로 자른 다음 접는 방향에 따라 접고 테이프로
붙여 날개 모양으 로 만든 다음 OHP 용지의 로켓 앞부분을 이용하여
고깔 모양으로 탄두를 만든다.

라. 조립하기
1) 고깔 조립하기 : 고깔 앞부분에 고무찰흙 3개를 뭉쳐서 밀어 넣고
로켓 몸체 부분의 요구르트 병 앞부분에 테이프로 연결한다.
2) 날개 조립하기 : 날개 조립 시 날개와 날개간의 간격을 120ﾟ간격
(날개가 3개인 경우)으로 몸체 아랫부분에 테이프로 붙인다.
3) 로켓 디자인하기 : 다양한 색의 절연테이프를 이용하여 셀로판테
이프로 고정된 로켓을 더욱 단단히 고정하고 자신만의 로켓으로 디자
인한다.

마. 발사하기
1) 로켓발사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발사한다.
2) PET병을 발사대에 먼저 끼우고 로켓을 나중에 끼운다.(공기압축
위해)
3) 한 명은 로켓을 끼운 발사대를 잡고 일정한 각도로(45ﾟ정도) 잡
고 한 손은, PET병을 다른 사람이 발로 밟기 쉽게 옆으로 내어 땅에 닿

도록 해준다.
4) 준비가 끝나면 지시에 따라 PET병을 2～3발짝 뒤에서 양발로 페
트병을 밟아서 로켓을 발사한다.(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5) 로켓 발사 시 로켓 발사대 앞부분에 서 있으면 위험하다.
6) 10명 정도가 동시에 일정한 선에서 발사하면 좋다.
7) 한 번 쏜 PET 병을 발사대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다시
쓸 수 있다.

- PET병을 이용한 발사방법
로켓은 추력 에너지가 발사체
자체 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분출
되며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
반작용 추진체이고, 발사기는 공
기총과 같이 발사체 외부에서 가해지는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전달되어
이동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4-2-23] 로켓 발사 모습

학생 활동지 - 1

로켓의 구조와 발사 과정
__________ 학교 성명 : ___________

로켓이 발사되어 날아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저 먼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로켓의 모습을 관찰하고, 지구 중력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 본적이 있는가?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
하며 로켓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로켓의 발사 순서를
나타내보자.

로켓의 구조 및 발사 과정

1. 인터넷으로 로켓을 찾아보고, 찾은 로켓의 구조와 기능을 그림
으로 나타내보자.

2. 로켓이 발사되는 동영상을 분석해보고, 발사 순서를 단계별로
나타내보자.

학생 활동지 - 1

OHP용지를 이용한 에어로켓 만들기
__________ 학교 성명 : ___________
활동 목표
로켓의 추진 원리를 적용한 에어로켓을 직접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다.

준비물 확인
PVC파이프, OHP 필름, 요구르트 병, 가위, 고무찰흙, 절연테이
프, 셀로판테이프

에어로켓 설계 및 디자인

에어로켓 발사 후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
◈ 해결 방안 :

3. Lunar Base Challenge
개발자 : 브니엘고등학교 장승구

1. 주제 설정의 배경
15세기 후반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항해하여 신대륙을 발견하였다.
신대륙의 발견은 세계 문화권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끼쳤다. 무엇
보다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광활한 대양과 대륙, 그리고 하늘의 발견
은 인류에게 새로운 현실의 무한함을 일깨워 주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
로서 중세 과학 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21세기의 신대륙 개척은 달이 될 전망이다. 1969년 아폴로 11호로
달 표면에 인간의 첫 발자국을 남긴 이래 우주 선진국은 21세기 신대
륙을 개척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에 핵융합발전
의 원료인 헬륨3가 100만∼5억 톤 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헬륨3 100만 톤이면 전 세계가 1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또 달에는 다양한 광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 선진국은 자원 개발, 과학 연구, 우주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달
기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unar Base Challenge 활동을 통해 인간의 개척과 도전정신을 배우
고, 우주 혹은 달에서 우주인의 생활에 대해 알게 된 것을 확인하면서
더 알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달 기지건설 프로젝트 주제
를 제안하며 우주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2. 프로그램 개발 의도
ㆍ 상황제시 : ‘ 왜 달 기지를 건설 하고자 하는가?’, ‘Lunar Base
Challenge 활동을 통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달기지 건설을
설계한다.
ㆍ 감성적 체험 : 영화와 동영상, 우리나라와 세계의 달기지 건설
계획 기사 등 을 충분히 활용하여 달 탐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
에 대해 토의 하며 달기지 건설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다.
ㆍ 창의적 설계 : ‘Lunar Base Challenge’ 활동을 통하여 얻은 달
기지에 대한 정 보를 가지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합리적
인 달 기지를 설계한다.

3. 학습목표 및 관련 핵심역량
1. 우주에서 생활과 지구에서의 생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
양한 자료 ( 블로그 및 인터넷 자료, 과학잡지 기사, 다큐멘터
리, 외국 사이트(NASA) 등) 를조사하고 평가하며 요약, 정리
하고 다양한 기법(ppt, prezi, media wall 등)을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2. 달 기지에 거주하는 우주인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 달 환경에서 설계와 건설의 어려움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이
유를 설명 할 수 있다.
4. 달기지 건설 계획과 예산과정을 이해한다.

5. 학급에서 제안된 ‘ 달기지 건설 프로젝트 제안서’의 발표를 듣
고 평가함으로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킨다.

4. 수업의 흐름도
도입: 왜 달에 기지를 건설하려는가? 이용 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의
목적과 기능, 필요한 전력, 음식공급, 이용 할 수 있는 자금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강의 및 동영상시청) - 10분
달기지 설계: objective card 를 선택하고, objective card 에 기술된
요구사항에 맞게 기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달 기
지를 설계한다. - 50분

프리젠테이션: 예산과 자원사용의 준수, 주어진 문제를 다루는데 있
어서 창의성과 독창성으로 설계한 달 기지를 프리젠테이션한다. - 30
분
정리: 모형을 해체하고, 구성요소를 정리한다. - 10분

5. 지도상의 유의점
Lunar Base Challenge 에서 도전하는 인류의 꿈을 생각하며 지적,
논리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빠져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제를 도입하며, 조사 학습 시
학생들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안내한다.

6. 참고 자료 출처
ㆍ NASA 우주캠프 학습자료 :
http://ussrc-educator-camp-2012.wikispaces.com

7. 수업의 계획

8. 수업 활용 자료
1. Lunar Base Challenge
가. 목적
달 기지에 거주하는 우주인이 직면하게 될 문제를 토론 한다.
달 환경에서 설계와 건설의 어려움에 대하여 토론한다.
NASA의 계획과 예산과정을 설명한다.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개발한다.

재료:
(간단한 재료)
달지도/포스트(4명의 각 그룹에 1장) , 음료수 캔 우주정거장‘ 카드
보드, PVC파이프, 다양한 크기의 포스트 보드, 장난감 자동차, 전지

(복합재료)
미리 꾸며진 달 표면, PVP 파이프 정거장 모형

(달기지 모형)
BA300 Module, Habitat Rack, Biomed Rack, Science Rack,
Hydroponics Rack, Robotics Rack, CLS Skywalker, Solar Panel,
Lunar Rover Bay, He-3 Extraction Facility, Mining Facility,
Nuclear Power Plant, Launch Facility, Telescope Facility

나. 소개(10분)

the Lunar Base Challenge power point presentation

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 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의 목적과 기능, 필요한 전력, 음식공
급, 이용 할 수 있는 자금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들 그룹 내에서 연극 역할들을 할당
받게 될 것이다. 최소한 한 사람은 구매한 구성요소들을 기록하고, 최
소한 사람은 그룹 프리젠테이션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나머지 그룹
멤버들은 모델을 설계하고 조립하고, 프리젠테이션 을 작성하고, 기록
담당자를 돕는다.

다. 달 기지 설계(50분)
처음에 objective card 를 선택하고, objective card 에 기술된 요구사
항에 맞게 기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사용한다. 그룹 활동들
과 구성 요소와 그들이 이용한 것에 관한 답들을 준비하는 것을 관찰한
다.

라. 프리젠테이션(30분)
프리젠테이션과 기지 설계는 전체 프리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예산
과 자원사용의 준수, 주어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창의성과 독창성
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각 팀은 기지를 2분동안 무대에 전시되고, 그
다음 5분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마. 정리(30분)
모형을 해체하고, 구성요소를 정리하도록 지시한다.

2. 왜 Lunar Base 인가?
달에 아폴로 우주인을 보내는 본래의 목적 중 하나는 지구를 형성하
는 방법을 습득하려는 것이었다. Moon NASA 에 6가지 미션 코스를
달 암석과 토양 840 파운드로 덮여있다. 달 탐사의 일부만 다루고 있
다. 달 암석을 연구함으로, 과학자들은 지구를 형성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혜성과 소행성 충돌 지역을 발굴하여 태양이 형성된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왜 달에 거주하는가?

보급 창고로서 달
먼 우주 탐사는 많은 양의 음식, 물, 연료와 건축 재료가 필요하다.
지구 표면으로 부터 재료들을 운송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
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달에 건설될 수 있고 이미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에서 생산하거나 조립하는데 비용이 덜 들것이다.

관광장소로 달
2001년 이래,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하여 시간을 보낸 7 명의 우주
관광객이 있다. 우주셔틀 프로그램의 퇴역 이래, 우주관광은 일시적으
로 보류되었다. 그러나 Virgin Galactic, XCOR 과 Space Adventures
같은 회사들은 우주여행을 위해 이미 예약을 받고 있다.

관측소로서 달

지구에 세워진 망원경은 지구의 대기와 싸워야 한다. 우주에 세워진
망원경은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어렵다. 달의 극에 세워진 망원경
은 이들 결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

3. Module의 역할
이 활동의 목적은 미리 정해진 목적에 적합한 달 기지를 건설하는 것
이다. 4명의 구성원이 한 그룹이 되어 협력하여 작업하며, 각각의 구성
요소에 필요한 전력, 음식과 화폐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기지를 건설할
것이다. 작업의 마지막에는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기지를 프리젠테이션
할 것이다.
평가는 예산 사용, 프리젠테이션, 미래에 기지 확장에 투자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여러분의 능력에 기초하여 평가
한다.

BA330 Modul
BA330 Modul 은 달 기지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BA330 Modul 은
기밀실 출입구, 생명유지 장치를 갖추고있다. 이용할 수 있는 랙은

Habitat Rack
Biomedical Rack
Science Laboratory Rack
Hydroponics Rack
Robotics Rack

참고사진:
http://satellite.ehabich.info/images/bigelow/module.jpg

BA330 Module Cont
Habitat Rack 은 3명의 우주인이 수용할 재활용시설, 운동, 수면과
오락 시설을 갖추고 있다. Habitat Rack 은 모든 달 기지에 필수적이
다. 첫 번째 랙에 대한 비용은 각 그룹의 예산 시트에 이미 추가 되어
졌다. (Habitat Rack

에 거주하기 위하여 BA330 Module

혹은

Skywalker Module 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은 여러분의 그
룹에 예산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Biomedical Rack 은 달 탐색 우주 비행사에 대한 생물 실험, 생물
의학 연구, 단백질 합성과 기본 의료 공급을 수용 할 수 있다.

Science Module 결정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과학 실험 , 분자 화합물
및 달 암석과 토양 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

Hydroponics Rack 은 BA330 Module이 영양이 풍부한 유전자 변
형 플랑크톤과 말조류 식사에 관한 생물학적 실험과 달 우주비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농장으로 전환시킨다

The Robotics Rack 은 도구들과 충전소를 날라서 함대를 유지한다.

상업적 달 정거장 Skywalker
CLS Skywalker 는 중앙 허브에 4개의 BA330 module을 결합한다.
생명 유지 장치, 난방, 감압실과 같은 필수 구성요소를 공동으로 사용
함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참고사진:
http://www.parabolicarc.com/wpcontent/uploads/2010/07/boeing_cst100_sundancer.jpg
http://digitalvideo.8m.net/bigelow/new2011/ba-330-2-800.jpg
http://digitalvideo.8m.net/bigelow/new2011/ba-330-3-800.jpg
http://digitalvideo.8m.net/bigelow/new2011/ba-330-5-800.jpg

Energy Module
1958년에 발사된 Vanguard 1 인공위성 부터 태양 전지판은 우주탐
험의 필수 품목이다. 달의 극에 달 기지를 세움으로 여러분들은 지속적
인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 전지판을 가질수 있다.

prototype Fusion 발전소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 두개의 질량수
3인 수소 동위 원소 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와 높은 에너지 양성자를 만
든다. Fusion 발전소는 완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He 3추출 시설이 필
요하다.

Launch Facility and Mining Colony
달은 태양계 밖을 탐험하기 위해 완벽한 장소를 제공한다. 광석을 채
취함으로 달 비행선의 3중수소와 얼음이 지구 경계 밖에서 만들어지고
가공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품과 공급을 우주로 보내는데 드는
돈을 절약하고 중요구성원들과 구성요소를 사고로 잃는 위험을 줄 일
수 있다.
Lunar Rover bay 는 충전 시설, 보관 창고를 제공한다, 그리고 우주
정거장을 수리하고, 모양을 변형 할 수 있는 달 수송차량을 유지 보수
한다. 이 차량은 작업 장소에 연구 장비,우주여행자 혹은 채굴장비를
나른다.
달관련우주망원경은 궤도관련망원경보다 유지하기가 쉽고 천문학자
들은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달 기지 설계 팀의 멤버로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장점에 기초하여
역할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그룹에 최소한 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1명의 회계 담당자는 비용을 계산하고 음식과 필요한 전력을 확
보한다.
나. 1명의 마케팅부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CEO와 임원들(팀
리더 와 급우)에게 견본을 제출한다.
다. 2명의 기술자는 기지를 조립하고 그리고 회계 담당자는 기지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4. Mission Objectives 카드

Lunar Base Challenge
Mission Objectives
Medical Facility
오랫동안 먼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비행사는 중력에 천
천히 노출 되어야 한다. 지구 중력의 1/6의 환경인 달기지 정상 중력
에 대하여 재조정되는 첫발이 될 것이다. 미션을 수행하고, 완전한
기능을 하는 Medical Facility 를 건설하시오. 여러분의 기지는 다음
의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3 Habitat Racks
1 Biomedical Rack
1 Science Rack

Lunar Base Challenge
Mission Objectives
Deep Space Launch Facility
유인미션을 화성과 그 너머로 보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팀은 연료
보급과 보급 정거장을 설계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기지는 지구 궤도
를 안전하게 떠나기 전에 마지막 연료 정지될 것이다. 미션을 수행
하시오. 여러분의 기지는 다음의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2 Helium 3 Extraction Facilities
2 Habitat Racks
1 Launch Facility

Lunar Base Challenge
Mission Objectives
Space Tourism Destination
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애써 얻은 휴가를 보내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가? 아폴로 우주 프로그램의 역사적 착륙 장소를 방
문하시오. 공인된 코스 PGA에서 극미중력 골프의 18홀에서 경기하
시오. hot Moon rock massage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재편성하시
오. 지구 밖 휴가 목적을 만드시오. 여러분의 기지는 다음의 것을 포
함해야 합니다
5 Habitat Racks
1 Lunar Rover Bay

Lunar Base Challenge
Mission Objectives
Deep Space Telescope Facility
지구에 설치된 망원경은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쉽다. 그러나
항상 지구 대기에 의한 왜곡과 싸워야 한다. 우주에 설치된 망원경
은 최신식의 가장 향상된 장치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회
사의 미션은 지구와 우주에 설치된 각각의 망원경의 장점을 결합하
여 달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다. 미션을 수행하시오. 여러분의 기지
는 다음의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3 Science Racks
1 Space Telescope Facility

Lunar Base Challenge
Mission Objectives
Lunar Mining Facility
우주로 건축 자재를 운송하는 고비용이 우주 탐험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이다. 달, 흙 또는 토양을 채광 함으로 태양전지 배열을 위해
규소를 공급 할 수 있다. 유성의 충돌 지역을 채광 함으로 철과 다른
중금속과 같은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 할 수 있다. 미션
을 수행하시오. 여러분의 기지는 다음의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2 Robotics Racks
1 Lunar Rover Bay

Lunar Base Challenge
Mission Objectives
Lunar Exploration Facility
아폴로 우주비행사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여러분 팀의 최우선 목
표이다. 침식과 부식에 영향 받지 않는 달 암석을 연구하는 것은 지
구형성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 달에 충돌한 소행성과 혜성의
구성 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태양계 형성 방법을 발견 할 수 있다. 미
션을 수행하시오. 여러분의 기지는 다음의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3 Science Modules
1 Lunar Rover Bay

Lunar Base Challenge
Mission Objectives
Lunar Exploration Facility
아폴로 우주비행사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여러분 팀의 최우선 목
표이다. 침식과 부식에 영향 받지 않는 달 암석을 연구하는 것은 지
구형성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 달에 충돌한 소행성과 혜성의
구성 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태양계 형성 방법을 발견 할 수 있다. 미
션을 수행하시오. 여러분의 기지는 다음의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3 Science Modules
1 Lunar Rover Bay

5. 예산 Sheet

6. 재료 가격

7. Grade Sheet
Design _______ (1-25)

Presentation _______ (1-25)

Budget _______ (if under budget 50, At budget 25,

8. 사용 예시

Lunar Base Challenge
Mission Objectives
Deep Space Telescope Facility
지구에 설치된 망원경은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쉽다. 그러나
항상 지구 대기에 의한 왜곡과 싸워야 한다. 우주에 설치된 망원경
은 최신식의 가장 향상된 장치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회
사의 미션은 지구와 우주에 설치된 각각의 망원경의 장점을 결합하
여 달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다. 미션을 수행하시오. 여러분의 기지
는 다음의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3 Science Racks
1 Space Telescope Facility

Lunar Base Challenge
Budget Sheet

가. Food의 합은 0되게 하여야 한다.
나. 3 Science Racks, 1 Space Telescope Facility을 구입한다.
다. 필요한 전력을 구입한다.
라. Power : (-4) + (-9) + (+15) = +2
마. Power가 (-)값이 나오면 비효율적이다.

9. 수업자료
가. 동영상 : 달거주 프로젝트, 아폴로 13호, Base Camp Moon
나. 한국형 달탐사 프로젝트
(http://youtu.be/NEAOIDVe7Qs)
다. 달의 고해상도 사진
(http://www.lpi.usra.edu/resources/cla/maps/part_ii/)
라. 달 자원
(

k

d

자 링

)

(wikipedia 자료링크 1)
마. 달 개척사업을 시작한 국가
(wikipedia 자료링크 2)
바. 달대륙 개척과 국제법
(wikipedia 자료링크 3
사. 어린이용 달탐사 프로젝트 영상
(http://youtu.be/4w-P30XMyNA)

8. 학생 활동지

달 기지를 건설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__________ 학교 성명 : ___________

지구 밖에 떠있는 달은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요? 세계의 많은 나
라들이 지구의 위성, 달에서 시작될 새로운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달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을 극복
해야 합니다. 달에는 집도, 교통도 없고, 음식과 식수, 전기도 없으며
우주선도, 착륙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40 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 옮겨와야 합니다. 달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
요한 시설들이 무엇인가? 왜 그 시설들이 필요한가? 달 기지를 건설
할 때 필요한 시설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 까? 각자 자신의 생각을
쓰고, 자신만의 달 기지를 구상하여 그려보고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
보자.

달에서 살기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미션 수행하기
1. Mission Objectives 카드에서 주어진 달기지 건설 임무를 바탕
으로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 Sheet를 작성한다.

2. 예산 Sheet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에 맞게 모형을 가
지고 와서 달 표면 위에 기지를 건설한다. 각 모형이 어떤 기능
을 하고 왜 필요한지를 토의한다.

스토리 구성하기
주어진 임무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다른 팀에 홍보하여 다
른 팀의 남은 예산을 투자 받는다.

4. Designing Lunar Rover & Miner !
개발자 : 수지고등학교 박성은

1. 주제 설정의 배경
아폴로 계획이 종료된 이후 인류는 한동안 달에 방문하지 않았다. 그
러나, 달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 등이 알려지면서 최근 각국의 달 탐사
계획이 실질적인 이유에서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나라
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미국에서는 달 탐사는 민간업체로 이
양되고 있고, 구글과 같은 기업은 Google-X Prize라는 달탐사 프로젝
트를 기획하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달 탐사와 관련된 여러 개의 연속 프로그램 중의 하나
로 설계되었다. 달에 가기 위한 로켓의 개발, 달착륙선의 설계 및 개발,
달기지 건설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달 탐사를 수행하거나 달에 거
주할 때 필수 장비인 월면차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고자 한다.
월면차를 디자인하고 만들기 위해 과거 아폴로계획에서 사용했던 다
양한 월면차와 현재 연구 및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월면차에 대해 조사
해 보고, 차량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구조를 설계하며 달이라는 환경에
맞게 차량의 구조나 재질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뿐만 아
니라 창의력과 공학적 능력을 기르고, 우주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2. 프로그램 개발 의도
ㆍ 상황제시 : 달 탐사를 하거나, 달에 거주하게 된다면 무엇을 타
고 다닐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달에서 이동하고 작업
할 수 있는 차량을 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ㆍ 감성적 체험 : 영화와 동영상, 아폴로 월면차와 최근 개발되고
있는 월면차의 기사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월면차를 설계, 제
작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느끼게 하며 목적과 용도에 따라
월면차를 설계하여 발표하고 직접 제작한 차량이 움직일 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ㆍ 창의적 설계 : 달의 환경에 관한 정보와 차량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경제적인 월면차를
설계, 제작한다.

3. 학습목표 및 관련 핵심역량
1. 월면차의 임무와 용도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2. <달에 관한 기초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여 월면차를 설계할 수
있다.
3. 튼튼하고 무거운 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을 설계, 제작할
수 있다.
4. 자체 추진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제작할 수 있다.
5. ‘내가 만든 월면차’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다.

4. 수업의 흐름도
ㆍ 월면차를 설계할 필요성에 대한 생각나누기 - 5분
ㆍ 월면차의 구조 및 기능
ㆍ 아폴로 월면차 및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월면차 - 25분
ㆍ 월면차 디자인하기 - 30분
ㆍ 월면차 발표 - 30분

그림카드를 이용한 월면차 디자인 활동을 3D 실물모형제작활동으
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는 레고 블록이나, K-NEX 등의 재료와 재활
용품등을 제공한다. 구동장치배터리, 엔진, 고무줄이나, 로봇제작 부품
등을 제공하여 실제로 움직이는 월면차를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다.

5. 지도상의 유의점
월면차를 설계할 때 월면차 구조 그림을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월
면차 구조 그림을 관찰하고 조별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새로운 월면차
를 창의적으로 설계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설계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달에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나 자전거 타이어처
럼 공기가 가득찬 타이어는 폭발하게 되어 있다. 달의 환경적 특성과
관련하여 월면차를 설계해 보도록 지도한다
차량의 부분적 용도와 그에 따른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며 자
체 추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제작할 경우 동력원에 대한 도움
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6. 참고 자료 출처
ㆍ NASA 교육프로그램
http://www.nasa.gov/

7. 수업의 계획

8. 수업 활용 자료
<월면차의 개념>
pressurized lunar rover 를 사용하
면 우주인은 우주복이 없어도 편안하
게 작업할 수 있다. 우주인은 lunar
robot과 함께 달 표면에서 작업하며
관찰한다.

우주인들은 달에서 생산된 산소를 이
용하여 그들의 우주선에 연료를 채워
넣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
령선은 지구대기를 통과하여 지구의
지정된 지점에 바로 귀환할 수 있다.

달의 거주지에는 중앙에서 원격조정
장치로 운전하고 운반되는 구조물이
필요하다.

두 명의 우주인이 science mission을
수행하기 위해 unpressurized rover
인 extra-vehicular 에 승선하고 있
다. 그들의 옆에는 로봇도 따라가고
있다. 이 우주인은 이전에는 할 수 없
었던 과학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모든 장비는 두 대의 차량에 싣고 있으며 두 명의 우주인은 그들의 미션수
행에 그들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
“Artemis”는 달표면에 200kg 까지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class
lander로서 달표면에서 원격작동되
는 rover 를 운반했다. 이 로버는 인
류가 착륙하기 위한 지점을 탐사해
왔다. 2배경에 보이는 로버는 달표면
에 착륙하는 마지막단계에 있다.
로봇형 lunar lander 인 “Artemis”는 달의 지질, 천문 그리고 달에 대한 인류의
선구자적 발견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들을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
해 디자인되었다.
한 쌍의 우주인이 탐사지점에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이들은 이 지점에서
로봇의 작업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탐사를 통해
과학적 성취를 이룰 것이다. 탐사를
위한 모든 장비들은 두 대의 차량에
다 싣고 왔으며 두 우주인은 그들의 복잡한 미션에 집중할 수 있다.
Pressurized surface rovers 는 달 탐
사자들이 우주복의 한계를 넘는 지역
도 탐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주인
들은 달 망원경이나, 지질학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원격조종할 수
있다.

6개의 바퀴가 달린 아폴로 월면차의
‘화물차’버전이다. 이 로버는 여러 가
지 장비와 재료, 공급품 등을 실어 나
를 수 있다.

A pressurized lunar rover는 cargo
lander에 싣고 온다. 이 로버는 탐사
의 능력을 배가시켜 줄 뿐 아니라 우
주인들이 거주할 수 있을만한 공간을
제공한다.

A pressurized lunar rover는 cargo
lander에 싣고 온다. 이 로버는 탐사
의 능력을 배가시켜 줄 뿐 아니라 우
주인들이 거주할 수 있을만한 공간을
제공한다.

원격작동하는 달의 산소생산공장이
생산을 시작했다. 원격조정되는 차량
은 달의 토양을 채굴하여 공장에 운
반하고 이 공장에서산소를 추출하고,
액화시켜 저장용기에 담는다.

두 명의 우주인이 달 표면의 첫 번째
층을 시추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
켜보고 있다. 드릴을 사용해서 추출
한 달의 시추샘플은 지구의 과학자들
이 달의 형성과 태양계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이 우주
인들은 이 샘플이 추출되면 지구와
통신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진 unpressurized rover 안에서 보고하고 결과를
전달받는다.

<월면차의 부속 구조>
Pressurized Chassis(고압 섀시)
A mobile laboratory chassis 우주
인과 실험을 위해 고압공간이 구비된
이동과학실험차량이다. 이 섀시에는
화물적재공간은 없다.
COST: 100 Million Dollars
Retrieval Chassis
우주인이 탑승하는 월면차에 사용되
는 섀시로 우주인의 장비나 많은 짐
을 적재할 수 있으며 달기지에 있는
우주인에 의해 원격 조정될 수 있다.
COST: 80 Million Dollars

Exploration Chassis
우주인이 탑승하는 월면차에 사용되
는 표준형 섀시로 달기지에 있는 우
주인에 의해 원격조정될 수 있고, 화
물적재칸은 없다.
COST: 20 Million Dollars

Jointed Wheel System
바위가 많은 지형이나 언덕, 작은 크
레이터를 통과하기 위한 바퀴이다.
COST: 20 Million Dollars

Wheels
평지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표준형
바퀴
COST: 15 Million Dollars

Traction Wheels
암석 지형이나 산맥, 대형 크레이터
를 넘기 위한 바퀴이다.
COST: 28 Million Dollars

Low-Gain Antenna
전방위 low-gain antenna 는 채굴
지가 달 기지의 근거리에 있을 때 사
용된다. 지구와의 통신능력은 뛰어나
지 않다.
COST: 39 Million Dollars

Thermal Sensor (열센서)
온도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적외선 센
서
COST: 32 Million Dollars

High-Gain Antenna
The high-gain antenna 는 지향성
안테나로 달기지나 지구의 한 지점을
향한

통신

능력은 low-gain

antenna보다 뛰어나다.
COST: 40 Million Dollars
Extractor Arm(채굴용 팔)
달 물질의 많은 양을 채굴하기 위한
로봇팔
COST: 12 Million Dollars

Drill Arm
토양의 샘플을 시추하는데 사용하는
로봇팔
COST: 8 Million Dollars

Claw Arm
물체를 집거나 집어서 옮기는데 사용
되는 로봇팔
COST: 9 Million Dollars

Scoop Arm
물체를 떠서 옮기는데 사용되는 로봇
팔
COST: 8 Million Dollars

Camera
달기지나 지구로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는 눈
COST: 28 Million Dollars

Storage/Specimen Containers
채취된 물질들을 저장할 수 있는 용
기
COST: 3 Million Dollars

Experiment Package
명시된 실험 패키지, 이 실험패키지
는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COST: 42 Million Dollars

Solar Panel and Battery( 태양광 전
지판)
The solar panel은 전기를 생산하고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다. 장기간의
여행에 좋으나, 달의 어두운 지역에
서는 유용하지 않다. Solar panel은 깨질 수 있다.
COST: 40 Million Dollars

Battery
The battery는 여행 이전에 미리 충
전해서 사용하는데 8시간 정도 사용
할 수 있다. 달의 어두운 지역의 짧은
여행에 유용하다.
COST: 25 Million Dollars

◆ 아폴로의 월면차

아폴로의 월면차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우주 마차(space buggy)였습
니다. 아폴로 15호, 16호 및 17호의 우주 비행사는 이를 사용하여 착륙
지점을 탐사하고 이전 임무의 우주 비행사보다 더 멀리까지 탐사할 수
있었습니다. 월면차는 달 탐사 중 달의 착륙 장치 내부에 감쪽같이 접
어 넣었다가 달 표면에 도착하면 스프링을 이용하여 펼치면 됩니다. 월
면차는 두 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고 수동으로 운전합니다. 이것은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고 암석을 넘어가며 달의 표토 위에서 쉽게 움직
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체 중량의 두 배가 넘는 인원, 과학 장비, 암
석 및 표토 샘플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월면차의 바퀴는 접촉면에
티타늄 받침대를 부착한 강철 피아노선 재질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고체나 공기가 충천된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망
으로 된 바퀴보다 이것들이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은 월면차, 월면차 배터리, 과학 장비, 샘플 채취 장치
등 표면에 전달 가능한 질량(하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망 바퀴
는 전체 하중 질량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월면차는 장기적인 사
용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달 탐사차량에 있어 유사한 설

계와 재질을 사용할지, 새롭고 보다 내구성 좋은 부품을 사용할지, 혹
은 로봇 월면차로 전환할지 확실치 않습니다.

◆ 맞춤형 바퀴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기압이 없습니다. 따라
서 자동차나 자전거 타이어처럼 공기가 가득 찬 타이
어는 눌러주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 폭
발하게 됩니다. 다음과 조건에서 다닐 수 있는 타이어
를 생각해 봅시다.
① 기압이 없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달 표면의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영하 157°~

영상

121°)
③ 무게는 5.5kg 정도로 한다.
④ 달 표면에 있는 작은 먼지층으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과학자들은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타이어
는 탄력이 있는 얇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
가볍고 먼지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아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바위에 부딪히면 구부러지고 공기를 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 8륜 구동 월면차
20일, 하얼빈(

滨）공업대

학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중국
에서 처음으로 월면차를 연구,
제조한 하얼빈(

滨）공업대

학의 부총장인 덩중쵄(邓

）

교수님이 주도하는 연구 개발팀
은 최근에 국내에서 유일한 8륜 자동 스트링식 월면차 샘플을 내놓았
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 중국 최초의
‘월면차’로서 ‘ 이동 루트를 자동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유
한 월면차’에 속한다. 이번 월면차는 달 지형환경 모의테스트를 통과하
였으며 기능적으로도 달 탐사공정에 필요한 월면차의 기본기능과 기본
조성 부분을 모두 구비하였다.

이 신형의 8바퀴 월면차의 몸체부분은 반복적으로 펼칠 수 있고 방
향을 고정할 수 있는 두개의 태양 에너지판과 카메라 마스트가 있으며
또 정향(

)안테나, 전향(

한 사진기, 전원시스템과 주(

）안테나, 앞뒤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모의

환경 테스트 중 돌멩이, 비탈진 언덕 등 장애물에서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고 구덩이를 가뿐히 넘을 수 있으며 8개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
이고 4개의 다리는 방향을 돌리는 바퀴이며 영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월면차의 이동시스템 구조유형(构 )은 이미 국가발명 특허를 받았
다.

덩중취엔(邓

)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8륜 구동 월면차’ 샘

플은 ‘6륜 월면차’ 혹은 ‘기타 구조의 월면차’ 구조보다 우월하다고 한
다. ‘8륜 구동 월면차’의 첫 번째 혁신 포인트는 장애물을 피하거나 지
나갈 수 있는 더욱 막강한 능력을 소유한데 있다고 한다. ‘8륜 구동 월
면차’의 ‘이동 시스템’은 ‘월면차 차체’가 장애물에 부딪칠 경우 발생하
는 충격을 줄일 수 있어 ‘월면차’가 복잡한 지형에서 바퀴가 땅에 접촉
되어 운행이 더욱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한다. 두 번째 혁신 포인트
는 바퀴가 ‘월면차’와 달 표면이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을 더욱 크게 하여
단위 당 면적의 압력을 줄임으로써 ‘월면차’가 달 표면에 깊이 빠져 들
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발생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세 번째 혁신 포인트는 이번 ‘월면차’ 구조는 ‘대칭성’이 좋아 앞
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후진할 때의 ‘ 동력 성능’이 일치하여 부분적인
‘월면차’들이 전진 혹은 후진하는 과정에서 ‘동력 성능’이 일치하지 못
해서 발생하는 단점을 극복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월면차의 바퀴는 티타늄합금으로 제조한 그물망 형태의 바퀴로서,
전동(传动）장치는 특수설계한 감속기이며 이 감속기의 체적은 일반
감속기의 70% 정도이지만 적재 능력과 수명은 동일하다고 한다. 이번
‘월면차’에 장착되어 있는 ‘작업 팔’들에는 모두 ‘중간 부위’에 강한 ‘근
육’이 설치되어 있으며 ‘속이 비어있는 네모 형태의 파이프 구조’로 제
조되어 ‘전체 이동 시스템의 무게’를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 달 트럭
미항공우주국이 미국 워싱턴
주의 한 사막에서 테스트 중인
월면차의 모습을 공개했다. ‘ 달
트럭’으로 불리는 데 주로 무거
운 물건을 나르는데 사용될 것이
기 때문이다. 이 월면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강력한 ‘오프로드’주행 능력이다. 바퀴가 독립적으로 방
향을 틀 수 있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험로 탈출도 용이하다고.

◆ NASA의 새로운 월면차, 채리엇
<Image: NASA>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타고 다닐 황
금색 만능 월면차
우주복 설계사인 더스틴 고머
트가 존슨 우주센터에서 2 톤짜
리 채리엇 시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최종 설계안의 무게는 시제품의 절반 수준이며, 최고 속도는 시
속 19㎞이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 미 항공우주국 (NASA) 의 우주비
행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궤도에만 머물러 왔다. 하지만 NASA
는 재차 달에 갈 계획을 세웠으며, 새로운 달 여행에 쓸 월면차의 이름
을 채리엇(chariot)이라고 지었다. 채리엇은 고대 전투용 이륜마차를

말한다.채리엇은 지난 1971 년 아폴로 15호와 1972 년 아폴로 17 호의
달 착륙 당시 우주비행사들과 월석을 실어 날랐던 월면차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채리엇 설계자들은 텍사스 휴스턴 소재 존슨 우
주센터의 가상 달 표면 지형에서 새로운 월면차를 실험중이다. 설계자
들은 우주비행사를 비롯해 각종 장비, 달 표면 샘플 등을 싣고 다니는
것은 물론 이동주택 역할까지 겸하는 만능 월면차를 만들려 하고 있다.
현재 설계상으로는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장기
간 사용할 수 있는 액체산소-액체수소 연료전지로 교체할 계획이다.
총 6쌍의 바퀴들은 각각 360° 방향전환이 가능해 어느 방향으로도 조
향할 수 있다. 새로운 월면차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표면 대부
분이 금색이라는 점이다. 물론 소재의 정체는 금이 아니라 특수 산화막
처리를 거친 알루미늄이다. 하지만 대기권이 없는 달 표면으로 쏟아지
는 태양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는 값비싼 금박보다도 우수하다.

활동지 #1

Designing Lunar Rover/Miner
※ 다음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눠봅시다.

달 착륙 요원하던 시절 ‘달에서 드라이브’ 구상
1971년 7월 26일 발사된 달착륙선 아폴로 15호는 11, 12, 14호와 다
른 점이 있다. 월면차다. 이전엔 우주인들의 움직임이 무거운 장비 때
문에 제약을 받았다. 멀리 갈 수도, 크레이터에 들어가 볼 수도 없었다.
그래서 월면차가 등장했다.
월면차 개발은 베르너 폰 브라
운이 했다. 그는 히틀러의 지원
으로 독일 페네뮌데 섬에서 V2
로켓을 개발했던 독일 과학자다.
로켓 개발을 위해 영혼까지 팔았
다며 ‘20 세기의 파우스트’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45년 5월 소
련군을 피해 엄청난 양의 로켓 자료들을 동굴에 숨겨놓고, 5000여 명
의 기술자와 함께 미군에 투항했다.
폰 브라운은 천재였다. 그는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지 넉
달 만에 미국 인공위성 ‘ 익스플로러 1호’ 발사를 성공시켰다. 이때 사
용된 ‘ 주노 1’ 로켓은 그가 나치하에서 개발했던 V2로켓의 변형이다.

그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마셜우주비행센터(MSFC) 초대 소장을
맡았고, 달 착륙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그리고 ‘ 주노’와 ‘ 주피터’ 로켓
을 대형화해 ‘새턴V’ 로켓을 개발했다. NASA 전문 취재기자 ‘레지널
드 터닐’에 따르면, 로켓 이름 ‘새턴’은 ‘ 주피터’, 즉 목성 다음에 있는
것이 토성이었기 때문이다.
폰 브라운은 제미니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66년 제미니 9A
호의 우주인 유진 서넌을 불렀다. “달에 가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
가 보낼 겁니다. 문제는 달에 착륙했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가인데…
당신은 차를 운전하게 될 겁니다.” 서넌은 놀랐다. 당시는 사람이 달에
가는 것조차 요원한 상태였다. 그런데 폰 브라운은 한발 더 나아가 38
만4400㎞ 떨어진 달에 사람이 가서 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
던 것이다.
폰 브라운은 64년부터 MSFC 에서 ‘ 차로 달 표면 횡단’ 아이디어를
준비했다. 기술팀에 일단 서류상으로 구상을 실천할 준비를 시켰다. 개
념을 세우고 설계해봤지만 너무 크고 무거웠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초
점을 맞췄다. 그리고 69년 4월 MSFC 내에 월면차 태스크팀을 구성했
다고 발표했다.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 비행에 나
서기 3개월 전이다.
69년 7월 11일 NASA의 납품업체들에 월면차 공모를 했고, 두 달간
의 심사 끝에 보잉사를 개발 업체로 선정했다. 입찰액은 1960만 달러,
납기는 71년 4월까지였다. 개발비 인상이나 일정 지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계약서에 3 개의 조항을 넣었다. 첫째,
1960만 달러 이하로 개발을 마쳐도 1960만 달러를 다 지급한다. 그러

나 예산이 초과되면, 초과분의 극히 일부만 더 지급한다. 둘째, 달에서
월면차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계약 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지급한다.
셋째, 아폴로 15호 일정에 못 맞추면,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가동 조건으로 ‘ 깊이·넓이가 각각 2피트인 크레이터 안으로 들어가
고 나올 수 있을 것. 1피트 높이의 바위를 타고 넘을 수 있을 것. 45도
경사를 올라갈 수도 있어야 하되 25도 기울기에서도 안정될 것’을 제
시했다.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보잉사가 월면차를 완성했다. 비용은 두
배가 들었다. 보잉사는 월면차 개발을 위해 실물 크기 모형들과 전기구
동·조향·바퀴·현가장치 등 무수히 많은 시험 시설을 만들었다. 달착륙
선 안에 들어갈 월면차 무게 계산도 복잡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
의 1이지만, 지상에서 연습을 하려면 중력 1의 조건에서도 가동돼야 하
니까 두 상황을 다 충족시켜야 했다. 발사 시와 달까지의 비행, 달 착륙
시 월면차가 받는 힘도 고려 요인이었다. 또 달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위
한 장치들도 있었다.
주요 시스템을 보면, 구동장치 외에 36볼트의 은-아연 배터리와 4분
의 1마력 DC모터, 각 바퀴의 구동을 위한 전기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
스템, TV카메라와 라디오, 원격조정 등 커뮤니케이션 장치, 극한의 온
도에서 견디는 내열 및 열 차단 시스템, 그리고 운전자용 장치 등이었
다. 전체 무게는 209㎏이었다.

막상 아폴로 15호가 달에 도착해 월면차(사진)를 가동했을 때 앞바
퀴는 작동되지 않았지만 뒷바퀴만으로 가동할 수 있었다. 협곡 근처까

지 왕복했다. 먼지가 일어나 시야를 가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바퀴덮
개가 역할을 잘해 그러지 않았다. 3일 동안 가동한 후 달에 차를 두고
지구로 돌아왔다. 서넌은 마지막 달착륙선 아폴로 17호의 선장으로 달
에서 월면차를 운전한 마지막 우주인이 됐다.

NASA는 2020년을 목표로 달에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주거형
월면차를 개발 중이다. 중국도 월면차 개발을 끝냈다고 한다. 우리는
2020년 자력으로 1단 로켓 발사가 목표다. 지금쯤 누군가는 폰 브라운
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yeskkok@naver.com
중앙선데이 &Jcube Interactive Inc

활동지 # 2

Designing Lunar Rover/Miner
1. 조별로 제공된 <Lunar Rover Concept>그림카드를 자세히 살
펴보면서 월면차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조
는 어떤 일을 하는 월면차를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보자.

★ 월면차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 우리조가 만들고 싶은 월면차의 개념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 보자.

활동지 # 3

Designing Lunar Rover/Miner
1. 월면차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표1>은 지구와 달의 환경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이다. 표를 자
세히 보면서 월면차를 개발하기 위해 달의 어떤 환경을 고려해
야 할지 생각해 보고 이를 고려해서 월면차의 어떤 부분을 어
떻게 만들어야 할지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해 보자.

★ 달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할 달의 환경
[표 4-4-1 ] 지구와 달의 환경에 대한 기초 보고서

★ 달의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하고자 하는 월면차의 구조

활동지 # 4

Designing Lunar Rover/Miner
※ 4인 1조로 편성하여 각자 역할을 1가지씩 맡습니다.
ㆍ 프로젝트 엔지니어: 월면차 설계 과정 중에 토의를 이끌어 나
가고, 발표한다.
ㆍ 시설 엔지니어: 조별로 제공된 월면차 구조 그림을 조원들에
게 보여주며 각 구조의 특징과 비용을 설명한다.
ㆍ 개발 엔지니어: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면차 설계도를 그
린다.
ㆍ 시험 엔지니어: 설계의 각 단계마다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며
비용을 계산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한다.

1.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월면차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확
인합니다.
2. 월면차 부품 카드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특징과 용도, 활용도
및 가격 등을 확인합니다.
3.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지 생각해 봅시다.
4.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둠의 월면차 설계도를 그려 봅
시다.
5. 우리 모둠의 월면차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봅
니다.

6. 우리 모둠의 월면차를 소개하는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이 포스터는 투자자들에게 월면차 개발비용을 투자받기 위하
여 월면차 설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스터에는
월면차의 임무, 특성, 비용, 이 월면차를 개발했을 때 어떤 점
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어느 팀의 발표가 좋았는지, 좋은 아
이디어라고 생각되는 것(우리가 참고하고 싶은 것)과, 본 받고
싶은 점을 적어봅시다.

ㆍ 어느 팀의 발표가 좋았나요? 그 이유는?

ㆍ 다른 팀의 발표를 듣고 우리 팀에서 참고하면 좋겠다고 생각되
는 아이디어는?

ㆍ 다른 팀의 발표에서 우리가 본 받고 싶은 점은?

5. Lunar X-prize(달걀 착륙선)
개발자 : 삼현여자고등학교 정종덕

1. 주제 설정의 배경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건물은 골격이 지지하고 있다. 기둥, 대들
보, 가새 등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구조물들도 이런 버팀
대와 지지대들이 견고하게 해 주고 있다. 우주선도 이런 견고한 보호장
치가 필요하다. 우주선은 우주인과 중요한 장비들, 안전한 항해를 위한
정밀한 기계와 컴퓨터 등을 싣고 있다. 우주선 내부를 안전하게 보호하
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엄청나게 큰 힘과 우주선이 발사될 때의 발사
열 및 공기와의 마찰열을 견뎌내려면 특수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
러면서도 우주선은 가벼워야 한다. 한정된 연료를 사용하여 우주로 나
가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로켓공학자들은 재료를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로켓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로, 중
력에 의해 낙하하는 착륙선 안의 날달걀이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면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면서, 구조적으로도 강한 착륙선과
탐사선을 만들어 보자.

2. 프로그램 개발 의도

ㆍ 상황제시 : 달이나 화성의 표면은 암석 투성이의 산과 깊은 골
짜기, 대규모의 협곡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달걀 착륙선을 만들어 탐구해
보자.

ㆍ 감성적 체험 : 우주를 선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토의
해 보고, 견고하고 안전한 달걀탐사선을 제작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인다.

ㆍ 창의적 설계 :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안전한 착
륙선과 멀리갈수 있는 탐사선을 제작해 본다.

3. 학습목표 및 관련 핵심역량
1.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한다.
2. 가급적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수 있다.
3.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착륙시킬 수 있다.
4. 일정한 경사면에서 출발 시킬 때, 가장 멀리 갈수 있는 탐사선
을 만들 수 있다.

4. 수업의 흐름도
ㆍ 왜 우주를 선점하는것이 중요한가? 토의하기
인구증가, 자연자원의 고갈, 식량, 에너지 부족, 우주기술과 첨
단산업의 관점에서 - 10분

ㆍ 충격을 줄이면서 튼튼한 구조물 만들기 토의
완충장치와 건축물 등의 구조물을 참고로 충격을 줄이면서 튼
튼한 구조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 - 20분

ㆍ 탐사선과 착륙선 만들기
최소한의 재료와 비용으로 안전한 착륙선과 멀리까지 갈 수 있
는 탐사선을 만든다. - 50분

ㆍ 작품설명 및 착륙선 낙하하기, 탐사선 달리기
만든 작품을 소개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낙하와 멀리 달리기를
실시하고 평가한다. - 30분

5. 지도상의 유의점
1)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여유 있게 충분히 준비해둔다.
2. 요구조건만 만족하면 어떠한 생각도 배제하지 않고 수용함으
로서,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한다.
3. 활동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
록 허용적 분위기를 유지한다.
4. 도구를 다룰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 시킨다.
5.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한다.
6. 낙하 후 달걀이 깨져 바닥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대비한다.

6. 수업의 계획

7. 수업 활용 자료
1. 운동량과 충격량
가. 운동량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량으로 질량

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
의한다.

나. 충격량
어디에 부딪치던지 힘을 받으면 충격을 받는데 힘이 클수록, 힘을 받
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정의한
다.

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큰힘을 오랬동안 받으면 운동상태가 많이 변한다. 즉, 충격량은 운동
량의 변화량과 같다.

라. 충격력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 힘이 작용한 시간이 짧으면 충격력이 크
고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면 충격력이 작다.

예) 날아오는 물체를 잡을 때 바로 잡으면 손이 아프고, 손을 뒤로 빼
면서 받으면 덜 아프고, 일정높이에서 유리컵을 바위 위에 떨어뜨리면
깨지고, 스펀지 위에 떨어뜨리면 안 깨진다.

2. 스카이다이버의 운동
공기 중에서 물체가 낙하할 때 중력 외에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의 저
항력이 작용한다. 물체가 낙하함에 따라 속도가 커지면 저항력도 커져
서, 중력과 저항력이 같아지고(알짜힘=0, a=0인 상태) 물체는 최종적
으로 등속운동을 하게 된다. 이때의 속도를 종단속도라 한다.

[그림 4-5-2]

D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CD와 EF 구간에서는 속력이 다른데도 공기 저항력과 중력이 같다.
왜 그럴까?

3. 어떤 구조물이 더 튼튼할까?

그림과 같이 삼각형, 사각형, 그 외 여러 가지 다각형 구조물을 만들
어보자. 구조물을 손에 들고 구조물과 평행한 방향으로만 힘을 가해 본
다. 아무리 힘을 가해도 삼각형은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각
형(나)은 쉽게 모양이 바뀐다. 볼트를 네 개나 꽂은 사각형이 더 튼튼할
것 같았는데 금방 변형이 된다. 육각형(다)을 만들어 똑같은 실험을 해
보자. 벌집 구조가 이 모양이라 튼튼할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사각
형보다 더 심하게 모양이 변한다. 교량의 상판이나 철골구조물은 보통
트러스터 모양인데 안정된 두 삼각형으로 합쳐진 형태이므로 이 구조
물이 가장 안정되고 튼튼하다.

8. 학생 활동지

Lunar X-prize
최소의 비용과 재료를 사용하여 자기만의 톡특한 튼튼하고 안전한
달걀 착륙선과 탐사선을 제작하여 보자.

* 충격을 줄이려면?
1. 두 사람이 큰 보자기의 두 귀퉁이를 각각 들고 서 있고, 그 보자
기에 다른 사람이 달걀을 힘껏 던지고 있다. 달걀은 어떻게 될
까?

(가) 예상
달걀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예상한 이유를 써보자.

(나) 실험관찰
위 실험을 수행하자. 달걀은 어떻게 되는가? 원리를 설명해보자.

2. 이번에는 달걀을 딱딱한 콘크리트 벽에 같은 속력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원리를 설명해보자.

3.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 받는 충격은 속력에 따라 어떻게 될까?
충격을 적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의를 하여 최선
의 방법을 찾아보자.

4.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목표지점에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낙하속도와 착륙선의 질량, 무게 중
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

* 튼튼한 구조물 만들기
1.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 사각형, 그 외 여러 가지 다각형 구조
물을 만들어보자. 구조물을 손에 들고 구조물과 평행한 방향으
로만 힘을 가해 본다. 어떤 구조물이 가장 튼튼할까?

(가) 예상
어떤 구조물이 가장 튼튼한가? 이렇게 예상한 이유를 함께 써보자.

(나) 실험관찰
위 실험을 수행하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원리를 설명해보자.

준비물
1. 착륙선 : 30×45cm cardboard( 종이박스), 30cm 테이프, 풍
선, 나일론 스타킹, 얇은 종이(반 전지), 면 볼, 빨대, 30cm 실,
테이프(1cm), 칼, 가위, 펀치

2. 탐사선 : 30×45cm 카드보드(종이상자 재질), 30cm 테이프,
페트 물병, 풍선, 도웰로드(가늘고 긴 막대), 지관(달걀이 들어

갈 정도), 바퀴(페트병 마개), 파이프 클리너,

[그림 4-5-6]

요구조건
1. 달걀은 반드시 집락 백(zip lock bag)안에 있어야 한다.
2. 백 속에 든 달걀은 반드시 탐사선에 태워져야 한다.
3. 탐사선은 착륙선 안에 있어야 한다.
4. 탐사선이 운행되는 동안 우주인(달걀)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
야 된다.
5. 착륙을 할 때 달걀은 깨지지 않아야 한다.

탐사선(Rover) 만들기
아래 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탐사선을 만든다. 사용한
재료의 량을 기록하고 비용도 계산하면서 만든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크레디트는 점수에 더해진다. 안전하되, 가급적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
한다.

착륙선(Lander) 만들기
아래 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달걀 착륙선을 만든다. 사
용한 재료의 량을 기록하고 비용도 계산하면서 만든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크레디트는 점수에 더해진다. 안전하되, 가급적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한다.

작품설명서 작성 및 소개하기
아래양식에 작품에 대한 설명서를 완성하고 낙하하기 전에 전체 앞
에서 발표한다.

착륙선 낙하하기
1. 바닥에 훌라후프를 놓고 낙하위치를 정한다.
2. 조별로 2층 난간에서 차례대로 착륙선을 낙하시킨다. 훌라후프
안에 정확히 낙하 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3. 달걀이 깨진 조는 탈락된다.
4. 낙하위치에서 벗어난 거리를 잰다. 거리에 따라서 감점을 받는
다.(1인치당 1점씩 감점)

탐사선 달리기
1. 경사면 위에 탐사선을 가만히 놓고 최대로 간 거리를 잰다. 인
치단위로 잰 총 이동거리를 점수에 더한다.
2. 탐사선 안의 계란 파손 여부를 조사한다. (상처가 전혀 없으면
200점, 약간 금이 가면 100점, 깨지면 0점)

탐사선 이동거리 재기

평가하기
아래 채점표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제작시 내가 고려한 점

친구들의 노하우

9. 참고 자료
▷ http://www.googlelunarxprize.org/
▷ http://pann.nate.com/

6. Cosmic Distance
개발자 : 대전 지족중학교 배 성 희

1. 주제 설정의 배경
천문학의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해양의 개발에 따라 개원된 과학 혁
명 시대 (15세기 중엽 ~ 17세기 중엽)에는 원양 항해의 안전을 보증하
기 위하여 항해력의 개정이 필요했지만, 그 당시 지구 중심설은 항해력
제작을 위해서는 기초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중심설을 채택하여 우주 체계를 전개했다.
이 설에서는, 모형적으로는 중심 천체로서 지구 대신 태양을 바꿔 놓은
것뿐이지만, 행성의 시운동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다.
한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09년의 망원경의 발명에 의해 태양 중
심설에 관측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고, 또한 1638년에는 지상 물체의
실험에 의해서 천체 역학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종
래의 행성 궤도가 원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으며, 케플러를 인정하
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케플러는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 수학자 티코 브라헤에게서 이어받
은 화성의 관측 자료를 정리하여 행성 공전의 법칙을 발견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도가 높은 행성 운행표를 만들어, 항해자의 요망에 부
응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단순한 기하학적 고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운동을 추적하는 운동학적 연구에 의하여 얻어졌
던 것이다. 이로써 케플러는 천체물리학을 제창해 냈다.

현상에 대한 것을 구조화 시켜 나타내봄으로써 천체 운동을 표현하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출처 위키백과사전>

2. 프로그램 개발 의도
ㆍ 상황제시 : 시대에 따라 태양, 지구, 행성의 위치와 운동이 달
라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ㆍ 창의적 설계 : 당대의 천문학자들이 주장한 태양, 지구 행성의
위치와 운동을 평면에 표현해 본다. 그리고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의 별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여 공간적으로 표현
해본다.
ㆍ 감성적 체험 : 그 시대의 천문학자가 되어서 태양, 지구, 행성
의 위치와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청중들을 설득시킬 수 있
는 역할극을 만들어 본다.

3. 학습목표 및 관련 핵심역량
1.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표현되는 것과
시대적인 배경 및 새로운 용어를 만들게 되는 계기를 알아볼
수 있다.
2.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과 설명이 가능
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케플러의 우주관에서 알게 된 태양, 지구, 달의 위치와 운동을

살펴보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적을 수 있다.
4. 북반구에서 관찰이 가능한 별자리에서 항성의 크기와 거리를
계산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5. 천문학자가 되는 역할을 맡아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봄으
로써 여러 가지 과학적인 태도를 경험해 볼 수 있다.

4. 수업의 흐름도
상황제시: 근대 천문학의 흐름과 관련한 동영상 시청 및 천문학자들
이 주장한 천체들의 위치를 해석해보기 - 10분

창의적 설계1: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가 제시한 천
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해 보기 - 30분

창의적 설계2: 북반구에서 늘 관측 가능한 큰곰자리의 항성의 크기
와 위치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기 - 30분

감성적 체험: 천문학자가 되어 당대의 상황을 반영한 역할극 재현해
보기 - 30분

5. 지도상의 유의점
천문학자들이 주장한 천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할 때 가능한 모둠
활동으로 제시하고 어떤 천문학자가 선택될지에 대해 무작위로 하고,
큰곰자리, 카시오페이아자리의 항성의 크기와 위치에 관한 표현하기도
무작위로 하는 것이 좋다.

6. 수업의 계획

7. 수업 활용 자료

1) Cosmic distance(도입)
가. 동영상-You Tube/갈릴레이와 케플러/ 클릭 사이언스(5분)

나. 근대 천문학자들의 소개(5분)
프톨레마이오스-코페르니쿠스-케플러의 대략적인 업적을 참고하여
근대의 천문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기반으로 천체의 위치와 운동에
대해 적어본다.

2) Cosmic distance(전개)
가.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os, 100~170)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그

리 많지 않다. 그는 당시 천문학과 행성의 운동에 관한 지식을 모두 모
아, 훗날 ‘ 알마게스트’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는 천문학서<천문
학 집대성>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 설명한 우주 모형을 ‘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라 부른다. 이
체계에서 각 행성은 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따라 돌로 , 그 원은
지구 주위의 큰 원을 따라 돈다. 큰 원 위에서 도는 작은 원을 ‘ 주전
원’이라 부른다. 원과 주전원, 그리고 고리 속의 고리 개념은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지동설)이 나올 때까지 무려 1500년간이
나 아무런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알마게스트(Almagest)’는 아랍어로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뜻으로
훗날 아랍의 학자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을 번역하면서 그에게 경의
를 표하는 의미로 원래의 제목 대신 붙인 이름이다.<말랑하고 쫀득한
과학 이야기 32쪽 존 그리빈, 메리 그리빈 지음. 이충호 옮김. 2008>

나. 코페르니쿠스(1473-1543)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의 천문학자로 기하학을 이용해 달은 지구에
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돌기 때문에 늘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것이
라는 가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는 태양과 달, 행성들 주위를
둘러싼 투명한 수정구에 별들이 붙박여 있다고 상상했다. 그리고 프톨
레마이오스의 주장처럼 이 수정구가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면서 정지해 있는
태양의 주위를 동시에 돈다고 설명했다. 이 체계를 사용하면 하늘에서
태양과 별들이 움직이는 원리가 간단하게 설명된다고 주장했다.<말랑

하고 쫀득한 과학 이야기 54쪽 존 그리빈, 메리 그리빈 지음. 이충호 옮
김. 2008>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논문은 그에 의해서가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에게 배운 바 있는 독일의 수학자 레티쿠스와 신
학자 오시안더에 의해 그가 죽던 1543 년에 가서야 출판되었다. 그가
출판을 미룬 것을 그의 새로운 천문학체계가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는데서 오는 반발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설과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
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는 설이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태양중심체계는 행성에 운동을 관측하고 그 운동
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현상론적 모델이지 실제로 지구가 태양주위
를 도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책을 교황 바오로 3세에게
바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태양주위를 회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관측된 결과를 더 쉽게 설명하고 미래의 운동을 예측하는데 편리
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자연과학의 역사 80
쪽 곽영진 이문남 공저 2001>

다. 케플러(1571-1630)
케플러는 독일의 천문학자로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어렵게 자랐다. 17세에 아버지가 전쟁으로 죽고,
이듬해 튀빙겐대학에 진학하여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신학에 싫증
을 느끼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흥미를 느껴 천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1596년 행성의 수와 크기, 배열간격에 대한 생각을 밝힌 ‘우
주구조의 신비’를 출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브라헤와 갈릴레이를 알게
되었다 그 후 1600년 그라츠대학을 떠나 프라하로 옮겨 브라헤의 제자
가 되었다. 이곳에서 화성의 운행을 관측하였고, 브라헤가 16년간에 걸
쳐 연구한 화성 자료를 브라헤의 임종시 인계받았다. 160년 브라헤의
후임으로 궁정 수학자가 되었다. 1609년 화성 궤도에 대한 연구 결과
를 ‘ 신천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행성의 운동에
관한 제1법칙인 ‘ 타원궤도의 법칙’과 제 법칙인 ‘ 면적속도 일정의 법
칙’을 발표하였다. 1619년에는 ‘우주의 조화’를 출판하여,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이 공전궤도의 반지름의 3 제곱에 비례한다는 행성운동의
제3법칙을 발표하였다. 1628년 발렌슈타인 후작의 전속 점성술사가 되
어 슐레지엔으로 거처를 옮겼고, 1630년 11월 15일 길에서 급사하였
다.<자연과학의 역사 85쪽 곽영진 이문남 공저 2001>
<tip>모둠별로 천문학자를 선택해서 천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의 사진을 보여주고 관련된 천문
학자가 누구인지 발문하는 시간을 갖는다.

1. 이 모델과 창시자로부터 2가지 관측된 것을 기록해 보자.

2. 이 모델과 창시자로부터 2가지 관측된 것을 기록해 보자.

3. 이 모델과 창시자로부터 2가지 관측된 것을 기록해 보자.

라. 큰곰자리 크기와 위치 입체적으로 표시

4. 첫번째 지구로부터 성좌를 보고 가까운 별을 써 둔다. 다음 플
렉스 글라스를 유지한다.(별자리)위로 당신의 머리 그리고 시
각 깊은 공간으로부터 성좌(어느 별이 깊은 우주로부터 당신
까지 가까울 것이다)

5. 성좌 큰곰자리(그리고 다른 것)의 위치를 찾기 위해 ipad를 사
용하라.

동물이 고대 별 응시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은 이 성좌와 결합한다. 3
마리의 다른 동물을 리스트한다.(그들이 하늘에서 보고 그들의 성좌)
<NASA자료 번역>

3) Team Objectives 카드
알마게스트(아라비아어와 그리스의 "큰 것"의 잡종으로부터)로서 지
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책은 Ptolemy 에 의해 불리어진 수학적인
문법(수학적 전집)에서 그 자신의 주제를 천체의 모션이라고 믿었으며
수학적 기간에 설명될 수 있었다.

오프닝 장에서 Ptolemy 가 운동하는 기초적인 우주론의 프레임워크
에 대한 경험적인 논쟁을 전하고 있다.
“지구는 지구자체를 들어 나르고 있으면서 지구 주위에 완전히 균일
한 비율에 회전하는 상당히 큰 천구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는 구이
다.” 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가정은 천체의 명백하게 불규칙한 움직임이 실제로는 규칙
적이고 균일하고 원형 형태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NASA자료 번역>
Copernlcus는 천문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의 빠른 기술을 발표
했다 "commentariolus(1512)의 태양계의 hellocentric" 모델. equant가
가리킬 때 태양은 실제로 태양계의 반드시 중심이 아니었고, 약간 알려
져 있는 Ptolemy 에 의해 발명된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센터로부터의
공제였다.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었다는 생각은 새롭지 않았다(유사
한 이론은 Cusa 의 Aristarchus와 Nicholas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러
나 Copernicus도 많은 수학적 세부사항에서 그의 시스템을 해결했다.
그의 수학적 기술이 Ptolemy 의 것보다 조금 단순하지 않았다고 해
도 그것은 소수의 기초적인 가정을 필요로 했다. 지구의 회전의 축의
태양과 기울어짐에 대하여 지구 혁명의 단지 회전을 가정하여,
Copernicus가 그의 시스템이 포함을 필요로 하는 하늘, 그러나
Copernicus가 cicular 궤도를 보관하기 때문에 관찰된 모션으로 설명
할 수 있는 것은 주전원이다.
불행히도, 그의 생각이 교회와의 걱정으로 그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copernicus는 그의 출판물을 미루었다.<NASA자료 번역>

천문학의 역사의 큰 개발은 Johannes Kepler(1571-1630) 의 이론적
인 직관력의 Tycho Brahe의 조수가 되기 위해 독일로 이동하게 된다.
Brahe의 데이터와 Kepler
Kepler와 Brahe는 함께 하지 않았다. Brahe는 그의 밝고 젊은 보조
자인 Kepler가 그의 최초의 천문학자로 자신을 가릴지도 모른다고 생
각하고 두려워하면서 Kepler 를 명백하게 의심했다. 그는 Kepler 에게
많은 데이터의 일부분만 보게 했다. 그는 행성의 궤도를 이해하는 작업
에서 까다로운 문제에 Kepler와 함께 하였다.
Kepler에 결점 문제를 주는 것은 동기의 부분이 그것이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Brahe는 Brahe가 일하는 동안 태양계의 그의 이론에
서 Kepler가 풀어내기를 바랐다.
최고의 반어에 그것은 kepler에 행성 운동의 정확한 법을 공식화하
는 것을 허락하는 정확히 화성의 데이터였다．Brahe의 그것을 아주 능
가하는 천문학의 개발에서 공간을 궁극적으로 달성했다.
Kepler는 copernican 시스템을 확고하게 믿었다. 돌이켜보면 화성의
궤도가 특히 어려웠던 이유는 태양을 원의 중심에 정확하게 놓은
copernicus gad였다.
<NASA자료 번역>

8. 학생 활동지

북반구의 별자리의 크기와 거리
_____학교 성명 : _______
1. 우리가 표현해야 할 별자리는?

2. 별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3. 별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7. Save Egg on the Fire!
(우주 왕복선 단열판 체험 활동)
개발자 : 대치중학교 이 지 노

[그림 4-7-1] 우주왕복선 Atlantis

1. 주제 설정의 배경
우주왕복선이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로 들어올 때 지구 대
기권에 들어오면서 공기와 마찰로 인하여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 우주
왕복선의 앞부분은 최고 약 2,500도 이상으로 가열된다고 하며 대부분
1,000도 이상의 엄청난 열로 가열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우주왕복선의
단열 장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 사진은 Kennedy
Space Center에 있는 실제 우주왕복선 Atlantis이다. 지구로 복귀할 때
대기권에서 발생한 열로 인하여 우주왕복선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Save Egg on the Fire! 프로그램은 주어진 비용으로 효
율적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달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열판을 제작해보는 것이다.

2. 프로그램 개발 의도
ㆍ 상황제시 : Save Egg on the Fire! 프로그램은 주어진 비용으
로 효율적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달걀
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열판을 제작해보는 것이다.
ㆍ 감성적 체험 :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열판을 야외로 나와 안
전한 곳에서 토치로 달걀을 가열해보는 과정에서 열 보호 시스
템의 효과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ㆍ 창의적 설계 : 학생들은 주어진 재료들에 대한 속성을 조사하
고 단열판의 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 제한된 조건 안에서 열 보
호시스템의 대하여 논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예술적인
단열판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3. 학습목표 및 관련 핵심역량
1. 단열 타일로 우주왕복선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류, 전도, 복사 등 열전달 방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할 수 있
다.
3. 단열에 대한 개념에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예
술적인 열 보호 시스템을 직접 고안하여 제작할 수 있다.
4.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단열판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책무성을 키운다.
5. 창의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팀원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4. 수업의 흐름도
우주왕복선 단열 시스템 설명
(문제 제기 및 동영상 시청) - 15분
활동 미션 설명 조건 및 평가 방법 안내 - 15분
단열 시스템 고안 및 제작 - 30분
단열 시스템 성능 비교 및 평가 - 30분

5. 지도상의 유의점
1.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여유 있게 충분히 준비해둔다.
2. 우주왕복선 착륙 장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
한다.
4. 학생들 스스로 실험 재료의 특성을 고찰하여 안전하고 경제적
이며 예술적인 단열시스템을 고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한다.
5. 단열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열하는 실험은 반드시 실외에서 실
시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6. 가능하다면 진행 보조요원을 확보한다.
7. 활동 후 학생들이 상호 평가하고 결과를 비교 분석할 시간을
확보한다.
8. 시간이 된다면 각각의 단열 효과를 비교 검증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6. 준비물
가열장치(자기 점화 장치를 상단에 부착한 프로판 토치, 부탄가스,
토치 받침, 비가연성 클램프, 방화용 장갑, 금속 쟁반) 소화기, 전자저
울, 초시계, 가위, 자,달걀, 보안경, 실험복, 일회용 장갑, 일회용 투명
그릇(석회 반죽을 담울 수 있고 달걀을 깨서 담을 수 있는 크기) 일회
용 수저, 단열 판 재료(10cm×10cm 크기의 알루미늄 호일, 강철 철망,
구리 망, 헝겊, 펠트(두께 2mm), 수세미(두께2mm), 코르크 타일(두께
2mm), 털실, 탈지면(면솜 덩어리), 강철솜, 석회가루, 접이식 탁자, 야
외 천막, 우주왕복선 모형

7. 수업의 계획

8. 학생 활동지

Save Egg on the Fire!
(우주왕복선 단열판 체험 활동)
우주왕복선이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로 들어올 때 지구 대
기권에 들어오면서 공기와 마찰로 인하여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 우주
왕복선의 앞부분은 최고 약 2,500도 이상으로 가열된다고 하며 대부분
1,000도 이상의 엄청난 열로 가열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우주왕복선의
단열 장치는 대기권 진입시간 동안 생성 된 극단적인 온도 변화의 위험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의 우주왕복선 동체와 우주 비행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Save Egg on the Fire! 프로그램은
주어진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달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열판을 제작해보는 것이다.

* 무엇을 할까요?
1. 설명 : 단열 타일로 우주왕복선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정의 : 대류, 전도, 복사 등 열전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디자인 : 단열에 대한 개념에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경제
적이며 예술적인 열 보호시스템을 직접 고안하여 제작할 수 있
다.

* 알아두면 좋아요
1. 우주왕복선의 열 보호 시스템

우주왕복선의 열 보호 시스템은 비행 계획의 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
하게 논의 된다. 열 보호 시스템이 대기권 진입시간 동안 생성 된 극단
적인 온도 변화의 위험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의 우주완복선 동체와 우
주 비행사를 보호한다.
아폴로 로케트 시대의 단열판은 성능 면에서 볼 때 매우 효과적이었
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비현실적 이었으므로 NASA가 우주왕복
선 프로그램에 뛰어들었을 때 일회용이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저비용
의 효율적인 단열시스템을 고안하고자 했다.

2. 열전달 방식
1) 전도 :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열전달
2) 대류 : 기체를 열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열전달
3) 복사 : 빛(가시광선 및 적외선등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전달

* 어떻게 할까요?
1. 최적의 단열판에 대하여 구상하고 토론하여 설계하고 기록한
다.
2. 조건에 맞게 재료를 선택하여 가져와서 비용을 기록한다.
3. 단열판을 제작한다.
4. 단열판의 질량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5. 단열판 규격 및 조건
- 주어진 재료 중에서 선택하여 비용이 최대 10,000(원)이하로 만
든다.

- 두께는 1cm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 무게는 60g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 2000℃ 의 불꽃으로 3분 동안 가열하여 계란에 금이 가거나 계란
이 익지 않게 보존되어야 한다.

* 점수는 어떻게 ?
1. 야외로 나와 가열 장치에 단열판을 고정하고 3분간 가열한 다
음 달걀의 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달걀을 깨어서 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주어진 점수 배점에 맞게 체크한다.
가. 계란에 금이 가지 않고 계란 안쪽이 익지 않았으면 200점
나. 계란에 약간 금이 가고 계란 안쪽이 약간 익었으면 100점
다. 계란이 완전히 타고 계란 안쪽도 익었으면 0점
2. 각각의 재료에는 재료비가 정해져 있고 20,000( 원)의 최대 비
용이 주어지는데, 남은 비용은 최종 점수에 가산점을 받게 된
다.
3. 10,000(원) 내에서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여 제작이 완성되면
질량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동점인 경우 질량이 작은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 우주왕복선 단열시스템이란?
우주왕복선이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지상 122 km 높이에서 대기권
을 재돌입할 때 우주왕복선의 속도는 무려 시속 25,898 km 이기 때문
에 선체는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복사가 아니라) 기체 하부는 1,000 ℃
이상, 우주선의 앞부분과 날개 끝 등 LESS(leading edge structural
system) 부위는 1,600 ℃ 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우주왕복선의 선
체는 이러한 대기권 재돌입시의 마찰열로 부터 승무원들과 선체를 보
호하기 위해서 SiO2 성분의 세라믹스 물질로 만들어진 단열재 블럭
20,000 여개로 빈틈없이 뒤덮여 있는데 최초의 유인 비행이던 컬럼비
아호의 1차 비행에서부터 발사시 충격으로 블럭 일부가 선체에서 떨어
져나가는 사건이 끊임없이 관찰되어 왔다. 특히 2003년 발사된 컬럼비
아호의 경우 발사 시 헐거워진 부분의 단열재 블럭 파편이 지구로 귀환
하는 도중 충격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왼쪽 날개를 뚫는 바람에 선체에
구멍이 나고 이 구멍을 통해 고온의 가스가 기체 안으로 밀려 들어가
상공에서 폭발했다.

* 최적의 단열판 구상도
주어진 조건에 적합한 최적의 단열판을 구상하여 그리고 설명해보
자.
-

* 선택한 재료 비용, 질량, 점수 평가표

* 우리 조가 설계한 단열판의 우수한 점
* 우리 조가 설계한 단열판의 개선 점
* 수정 보완한 최적의 단열판 설계도
-

* 다른 조가 제작한 단열판 평가표

* 에어로젤이란 물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에어로젤은 지구 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고체 물질로 1930년대
미국의 키슬러(Kistler)가 개발한 것이다. 이 물질은 고체로 눈에 보이
지 않는 공기구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체 부피의 95% 이상이 공기
구멍으로 되어있다. 열의 전달을 막는 단열효과뿐만 아니라 소리의 전
달을 막는 방음 효과도 무척 큰 물질이다. 에어로젤은 기본적으로 규소
산화물(SiO2)로 만들어지며 화성에 간 로보(Rover:행성의 환경, 자원

등을 탐사하는 장비)와 건물을 지을 때의 단열재로써 사용되었으나 매
우 깨지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NASA(미항공우주국)의 글렌 연구센터(클리블랜드 소재)에서는 에
어로젤 기술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두 가지의 첨단 과학 방법을 발
전시켰다. 첫째는 폴리머로 강화된 에어로젤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에
어로젤은 기존의 에어로젤과 같은 단열 효과를 보이나 훨씬 강하다. 글
렌 팀은 또한 특수 섬유를 첨가해 잘 깨지지 않으면서 1,100℃ 에서도
타지 않는 에어로젤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한국인 공학자 이강필 박사
가 세운 아스펜 에어로젤 회사와 폴리머로 강화된 에어로젤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
다른 방법은 폴리머를 기초로 하는 에어로젤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에어로젤은 85%~95%의 공기구멍을 가지고 있어 가볍고 열전도율이
기존의 에어로젤과 비슷하며 아주 강하고 내구성과 유연성이 좋아 구
부릴 수 있는 얇은 필름으로도 만들 수 있다. 폴리머라는 것은 작은 단
위의 물질을 연결한 고분자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고분자 물질로는 플라스틱이 있다.
글렌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얇은 폴리머 에어로젤은 우주 분야에 어
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주선이 우주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대기권을 진입할 때는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여 1000℃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며 지구로
귀환 시에는 빠른 속력으로 하강한다. 따라서 우주선이나 귀환 캡슐은
높은 온도와 속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NASA에서는 우주선의 속력
을 감속시키고 안전하게 하강하여 지구나 화성, 혹은 대기가 있는 다른
행성에 착륙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HIAD(Hypersonic

행성에 착륙

수 있

장치

개 하기 위

yp

Inflatable Aerodynamic Decelerato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HIAD는 일종의 우주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장치로 HIAD 의 열
방어 시스템에는 탑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열재로써 에어로젤이 사용
된다. 글렌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폴리머를 기초로 하는 얇은 필름형 에
어로젤은 HIAD 프로젝트에 알맞은 물질이다. 현재 HIAD 의 열 방어
시스템에는 아스펜 에어로젤 회사에서 만든 에어로젤 단열재를 사용하
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개발된 폴리머 에어로젤은 극저온 환경이나 차세대
우주복, 단열 텐트, 건축물 등 효과적인 단열을 필요로 하는 곳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8. 게임 속에서 배우는 삶의 철학
개발자 : 용담중학교 오 현 춘

1. 주제 설정의 배경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운다. 경험
을 통해 얻은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도 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그것
도 숨통이 트인 야외에서... 물론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런 활
동들이 주의를 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든지 게임에 참여함
으로써 얼마든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배울 수 있다. 게임을 통해
삶의 철학을 배울 수 있다면 그 누가 마다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한 도구와 게임에 참여할 마음만 준비된다면 게임을 시작하고,
즐기고,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삶의 철학을 배울 수 있다.

2. 프로그램 개발 의도
ㆍ 상황제시 : 주로 열린 공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자연과
의 교감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서로 친하지 않은 사
람들과도 팀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배
울 수 있다.
ㆍ 감성적 체험 : 게임 활동 과정 속에서 몸과 몸이 부딪치고, 서
로의 의사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다. 또한 성공과 실패로부터 기쁨과 좌절을 느끼기도 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적극적인 배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ㆍ 창의적 설계 : 게임 유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각 게임별로 필
요한 능력이 요구되는데, 무엇보다 창의력이 요구된다. 팀원들
의 아이디어가 모여 게임에 적합한 창의적 설계가 이루어지고
실천될 수 있다.

3. 학습목표 및 관련 핵심역량
1. 게임의 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다.
2. 게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
3. 팀원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4. 창의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사고의 유연성과 적응능력을 키운다.
6.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
다.

4. 수업의 흐름도
ㆍ 팀 구성하기 및 자기 소개하기 - 5분
ㆍ 게임 선택 및 게임 규칙 이해하기 - 5분
ㆍ 게임 활동 진행하기 - 25분
ㆍ 정리 활동 - 10분

5. 지도상의 유의점
1.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여유 있게 충분히 준비해둔다.
2. 팀 구성 시 무작위 추첨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
다.
3. 모든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한다.
4. 가능하다면 진행 보조요원을 확보한다.
5. 승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한다.
6. 게임 이후 정리활동을 통해 활동으로부터의 배움의 기회를 충
분히 부여한다.
7. 활동 후 학생 활동지를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8.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지도한
다.

6. 수업의 계획

7. 수업 활용 자료
1. BALL RING
가. 준비물 : 열쇠고리(테니스공이 적당히 걸칠 정도의 크기), 줄,
테니스공, 콜라병 2개, 반경 1.5m 정도의 원 두 개(땅에 그리
거나 로프로 설치)
나. 구성 : 1.2m 의 줄 8~10개를 열쇠고리에 묶는다(참가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두 원을 서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
를 두고 그리거나 설치한다. 각각의 원 안에 뚜껑을 제거한 콜
라병 한 개씩을 중간 부분에 놓는다. 열쇠고리 위에 테니스공
을 놓은 다음 그 것을 한쪽 원의 콜라병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
놓는다. 이 때 열쇠고리는 콜라병 머리 부분에 걸치게 되고, 테
니스공은 병위에 놓이게 된다.
다. 목표 : 테니스공을 한쪽 콜라병에서 다른 콜라병으로 옮겨 놓
는다.
라. 규칙
1)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든지 테니스공을 만져서는 안 된다.
2) 어떤 상황이라도 몸의 일부분이라도 원 안에 들어가면 안 된
다.
3) 만일 테니스공이 열쇠고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4) 테니스공이 원 경계선의 바깥에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며, 원 경계선 안쪽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마. 명심할 사항
1) 재미있는 각본으로 독창적인 활동이 되도록 자유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자.
2) 변형
가) 가끔씩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0까지 세는 동안 참가자들이 다
른 줄로 바꿔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참가자들로 하여금 두 번째 콜라병이 어디에 있는지 알거나
보지 못하도록 한다.
다) 혹시 알고 있는 경우는 활동이 진행되는 도중에 동료로 하여
금 몰래 위치를 바꾸어놓도록 한다.
라) 줄을 붙잡고 테니스공을 열쇠고리 위에 올려둔 채로 그룹이
진행하는 중간에 계단, 복도, 테이블 밑 등을 통과하는 코스를
추가하여 난이도를 높인다.
바. 활동을 마치고 난 후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들
1) 무엇인가 갑자기 변하거나 당신의 계획을 바꾸어야만 할 때는
언제인가?
2)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힘써 일할 필요가 있는가? 행동이 굼뜬
사람 때문에 당신이 두 배나 더 힘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당사자일 때 무슨 일이 일
어나는가?

2. BLIND POLYGON
가. 준비물 : 원 모양으로 묶은 로프 1개(길이 1.5m정도)

나. 구성 : 아무도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히지 않을만한 열린 공간,
서로 마주본 채로 로프를 붙잡고 로프 바깥쪽에 선다.
다. 목표 : 팀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로프로 특정한 형태를 만든
다.
라. 규칙
1) 누구나 항상 천천히 걸어야 한다.
2) 참가자는 손이 로프를 따라 미끄러지게 하되, 당분간 손을 로
프로부터 떼어서는 안 된다.
3) 정확한 형태를 만들었다고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참가자들의
눈을 막아 두어야 한다.
마. 명심할 사항
1) 당신은 볼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므로, 참가자들이 지금 어디
에 있으며 그들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떠들어대야
한다.
2) 전형적으로 원, 삼각형, 사각형, 정사각형, 오각형 형태로 갈수
록 어렵다.
바. 활동을 마치고 난 후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들
1) 활동을 하는 내내 얼마나 많은 지도자와 추종자가 있었나? 지
도자와 추종자의 적당한 비율은 얼마인가?
2)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신을
이끄는 사람을 신뢰해야할 때는 언제인가?

3. CIRCLE THE CIRCLE
가. 준비물 : 훌라후프 한 개나 두 개
나. 구성 : 팀이 손에 손을 잡고 원형으로 둘러선다. (두 사람이 훌
라후프를 통과하여 손을 잡는다. 이 때, 훌라후프가 원을 통과
할 수 있고 팀원들이 손을 떼지 않고 훌라후프를 지나할 수 있
도록 먼저 잡고 있는다.) 모든 팀원들이 엄지와 검지를 직각으
로 편 상태에서 검지 위에 훌라후프를 걸친다.
다. 목표 : 팀이 가능한 한 빨리 훌라후프를 전원이 통과한다.
라. 절차
1) 규칙을 설명한다.
2) 첫 번째 시도하여 시간을 잰다.
3) 팀에게 전략을 세우고 다음 번 시도를 위한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4) 만일 쉽게 성공하면 도전 과제를 변형하여 제공하라.
마. 규칙
1) 누구든지 어느 지점에서라도 손을 뗄 수 없다.
2) 어느 지점에서든 훌라후프가 땅에 닿으면 안 된다.
바. 명심할 사항
1) 팔꿈치로 옆 사람 얼굴을 치는 사고에 조심하라.
2) 변형
가) 훌라후프 2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 훌라후프 2개를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훌라후프 두
개의 크기가 달라야 한다).

사. 활동을 마치고 난 후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들
1) 목표를 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2) 이것이 개인 과제인가 혹은 팀 과제인가?
3) 옆 사람을 어떻게 도왔는가?
4)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4. STEPPING STONES
가. 준비물 : 정사각형 모양의 나무판, 1.2m×1.2m 넓이의 받침
대등

나. 구성 : 출발선, 결승선이 표시된 열린 넓은 공간

다. 목표 : 팀원 전체가 한 번도 땅에 닿지 않고 출발선에서 결승
선까지 무사히 건너는 것(용암 혹은 독이 든 땅콩버터 등을)

라. 규칙
1) 누구든지 언제라도 발판과의 접촉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 만
일 떨어지면, 그 발판은 치워지게 된다.
2) 누구든지 언제라도 서로 접촉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 만일
떨어지면 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3) 누구든지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에서 땅에 닿아서는 안 된다. 만일 닿게 되면, 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4) 오직 발판만이 땅으로부터 안전하고, 삼킴을 당하지 않을 것이
다.

5) 모든 팀원들과 발판이 결승선을 지나가야 한다.

마. 명심할 사항
1) 1.2m×1.2m 넓이의 발판을 사용할 때, 벽이나 혹은 참가자들
이 균형을 잃어 넘어질 만한 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라.
2) 비슷하게, 만일 참가자가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면, 균형을 되
찾기 위해 그들의 친구들을 끌어 넘어뜨리기 보다는 차라리 땅
위에 가볍게 발을 내딛도록 조장하라.
3) 진행자는 이 활동을 위해 많은 창조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재
미있는 각본을 만들고, 규칙을 어겼을 때 벌칙(눈을 가리게 하
거나, 팔을 사용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등)을 내릴 수
있다.

바. 활동을 마치고 난 후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들
1) 언제 팀과 연결되어 있었나?, 옆 사람이 당신의 균형을 유지시
키기 위해 어떻게 했나?
2) 실제 삶에서 당신을 지지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를
지지해주었나?
3) 당신의 행동이 주변의 팀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8. 학생 활동지

게임을 하면서 삶을 배워요 !!
우리는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 게임
에 참여함으로써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배우고, 게임에서
삶의 철학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도구와 게임에 참여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게임을 준
비하고, 즐기고,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친구에게 소개해보세요.
♡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게임 규칙을 확인해볼까요?
1. 게임명 :
2. 게임 규칙

게임에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1.
2.
3.
4.

5.

게임에서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
1.
2.
3.
4.
5.

게임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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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pace Junk
개발자 : 한성과학고 변태진

1. 주제 설정의 배경
인류가 우주선을 개발하고 발사한지 반세기 가까이 흘렀다. 1957년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지구의 대기에서는 수많은 위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우리별 1호 이후 과학기술위성과 무궁화 위
성, 아리랑 위성 등 다양한 여러 대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인류가
우주로 쏘아 올린 많은 위성 들 중 이미 수명을 다한 것들은 동력이 부
족하여 중력에 의해 대기권으로 떨어져 타버린다. 하지만 많은 위성 또
는 위성 조각들은 아직 지구 대기권을 떠돌고 있다. 이 우주쓰레기 양
은 약 6000천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주쓰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운용하지 못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

2. 프로그램 개발 의도
ㆍ 상황제시 : 우주 쓰레기로 인해 인공위성을 운영하기 힘들게
되었다. 어떻게 이 우주쓰레기를 없앨 수 있을까?
ㆍ 감성적 체험 :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토의하고,
미술적 감각을 이용하여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비행선을
그린다.
ㆍ 창의적 설계 : 우주 쓰레기 해결책을 토론을 통해 창의적으로
제시해본다.

3. 학습목표 및 관련 핵심역량
1.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2. 친구들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3.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주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비행선을 도
안해본다.
4. 수학적 계산 능력을 활용하여 적정 예산 범위내에서 문제를 해
결할줄 안다.

4. 수업의 흐름도
ㆍ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 20분
ㆍ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비행선 도안하기 - 30분
ㆍ 발표하기 - 20분
ㆍ 정리하기 - 5분

5. 지도상의 유의점
1. 학생들이 우주 쓰레기 해결 문제가 단순한 수학 계산이 아니라
과학적, 외교적 문제까지 고려함을 인식시킨다.

과학적, 외 적

6. 수업의 계획

제까지

려함

식시 다

7. 수업 활용 자료

1. 우주 쓰레기 심각성

[그림 4-9-2] 연도별 증가하는 우주쓰레기 ⓒNASA

2. 우주쓰레기 해결 방안들

[그림 4-9-3] ⓒNASA

[

]

[그림 4-9-4] ⓒNASA

그림출처 http://www.chaosmosis.net/Space%20Junk_MR-designs.htm

3. 우주쓰레기 관련 참고자료

[그림 4-9-5]<출처> Educatedearth, http://www.educatedearth.net/viewer.php?
id=5974&cid=49 ⓒNASA

우주쓰레기란 우주 공간을 떠도는 다양한 크기의 인공적인 모든 물
체들을 말한다. 고장이 나거나 임무를 완료하여 더는 사용하지 않고 내
버려둔 길이 수십 m에 이르는 인공위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인공
위성의 추진제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들, 로켓 혹은
우주왕복선의 몸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페인트 조각, 심지어는 우주
비행사가 놓친 스패너 등의 도구 등 다양한 것들이 우주쓰레기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므로 만약 인공위성 또는
우주인과 충돌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 1996년에 프
랑스 위성인 서리즈(Cerise, 세리즈)는 아리안 로켓 부스러기에 부딪혀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우주쓰레기에 의해 사용 중인 인공위성이
중단된 것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림 4-9-6]1958년에 발사된 뱅가드 1호. 가장 오래된 우주쓰레기로 꼽힌다. ⓒNASA
[그림 4-9-7]우주를 떠돌고 있는 것이 촬영된 델타II로켓 부스터 ⓒNASA

지구 주위의 우주 공간을 떠도는 우주쓰레기는 현재 총중량이 약
6,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수는 세기도 어려워, 현재
추적이 가능한 지름 10cm 이상의 우주쓰레기는 약 22,000개로 파악되
며, 1cm ~ 10cm 사이의 우주쓰레기는 약 60만 개, 지름 1cm 이하는
수백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쓰레기는 고도 2,000km 이
하인 저궤도 상에 약 73% 가 존재하는데, 저궤도 중에서도 고도가
800km ~ 1,000km 사이에 가장 많은 우주쓰레기가 몰려 있다. 그 이
유는 고도 800km 부근에 지구관측위성들이 많이 운용되고 있고, 이
부근의 우주쓰레기들은 자연적인 고도낙하에 의해 소멸되는 시간이 매
우 길기 때문이다.
우주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주쓰레
기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2007년 1월에 있었던 중
국의 자국 위성 펑윈(Fengyun)-1C에 대한 우주 요격 실험과 2009년
2월에 발생한 미국의 이리듐(Iridium 33) 위성과 러시아의 코스모스
(Cosmos 2251) 위성의 충돌 때문이다. 중국의 우주 요격 실험은 의도

된 충돌이지만, 이리듐위성과 코스모스위성의 충돌은 의도하지 않은,
즉 예측하지 못한 인공위성간의 자연적인 첫 충돌 사례로 주목을 끌었
다. 우주쓰레기는 고도 800~1,000km 사이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일각의 우주개발 전문가들은 ‘ 케슬러(Kessler) 증후군’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케슬러 증후군이란 인공위성이
나 우주쓰레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더 많은 우주쓰레기가 계속 생겨나,
결국 우주쓰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운용하지 못할 지경에 빠질 것이
라는 비관적 전망을 말한다.

우주쓰레기, 5cm 이하는 확인도 어렵다
우주쓰레기는 지구 상에 위치한 광학카메라, 레이더를 이용하거나,
우주감시용 인공위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술로 지구에서 직
접 관측을 통해 확인 가능한 우주쓰레기의 크기는 고도 2,000km 이하
에서는 지름이 약 5cm ~ 10cm, 정지궤도 상에는 약 0.5m ~ 1m 보다
는 커야 한다. 따라서, 이보다 작은 크기의 우주쓰레기는 간접적인 방
법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NASA 는 1984 년

LDEF(Long Duration Exposure Facility)라는 위성을 궤도에 올린 후
1990년에 우주왕복선으로 회수한 적이 있다. 이 LDEF 위성은 우주쓰
레기와 일부러 부딪치는 것이 주 임무인 우주쓰레기 탐지용 인공위성
이었다. 12면체 모양의 LDEF 위성에는 다양한 재질의 판이 붙어 있는
데, 우주왕복선을 이용해 위성을 회수한 다음 우주쓰레기와 충돌 횟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주왕복선이 우주비행을 하는 동안 각종 미세한 우주쓰레기
와 충돌로 인해 발생한 우주왕복선 표면의 움푹 파인 흔적 등을 조사함
으로써 미세한 우주쓰레기의 분포 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물론 지상 실험실에서도 일정중량, 일정크기를 가진 각종 재질로 만든
시편이나 인공위성 모양 모형에 대해 총알 모양의 가상 우주쓰레기를
매우 빠른 속도로 충돌시켜보고 이때 발생하는 파편들의 발생량을 토
대로 우주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기도 한다.

[그림 4-9-8]우주쓰레기 탐지용 인공위성 LDEF. ⓒNASA

우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우주쓰레기가 지구 주위 우주탐사환경을 위협하고 있지만, 어느 한
국가만이 나서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최근 들어 국
제사회가 자국의 위성을 우주쓰레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호 공조하
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SDA(Space Data Association) 라는
비영리기구의 설립도 그 중 하나다. 2009년에 설립된 SDA는 민간목적
으로 운용 중인 위성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위성들의 궤도데이터
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상호 간의 충돌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의 합동우주작전국(Joint Space Operations
Center)도 역시 2010 년부터 정밀궤도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통
한 우주쓰레기와의 충돌위험을 경감시키고자 민간 위성운영자들에게
우주쓰레기와의 충돌위험분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공하기 시작했
다. 또한, 유럽연합도 유럽우주감시망을 2014~2015년까지 구축할 계
획이며, 해당 감시망을 통해 얻은 우주물체 궤도정보를 미국과 공유하
여 더욱 정밀한 충돌위험분석 리포트를 생성하여 인공위성 운영자들에
게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공위성 운영자들은 제공된 충돌위험분석 리포트에 담긴 정보들을
이용하여 충돌확률 등을 계산하게 되고, 만일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대략 확률 1/1,000 이상) 판단되면 위성에 달린 추력기를 이용하여
위성의 고도를 높이거나 선회 주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도록 한다.

[그림 4-9-9]우주쓰레기와 부딪혀 우주왕복선 챌린저의 창문에 난 흔적 ⓒNASA
[그림 4-9-10]우주쓰레기 때문에 부서진 우주정거장 미르(Mir)의 태양전지판 ⓒNASA
자료 출처 : 김해동, 네이버캐스트, 우주쓰레기, 2011.08.29

8. 학생 활동지

우주 쓰레기를 없애려면?
우주쓰레기 양은 약 6000천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
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주쓰레기 때문에 인공위성
을 운용하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보자.

[그림 4-9-11] ⓒNASA

* 내가 생각하는 쓰레기처리법
-

* 쓰레기 처리 비행선을 만들자!
예산 4천만 달러

안내
1. 파워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2. 1개 이상의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3. 비행선을 디자인하고, 각 부속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라.

디자인
-

9. 참고 자료
* 김해동, 네이버캐스트, 우주쓰레기, 2011.08.29
* Michael Ricciardi (2008) The Space Junk Remediation Project,

http://www.chaosmosis.net/Space%20Junk_MRdesigns.htm
* Educatedearth,
http://www.educatedearth.net/viewer.php?id=5974&cid=49

10. 아프리카 “차드”를 위한 정수기를 개발하라~

1. 주제 설정의 배경
아프리카와 같은 극빈국가에서는 매일 6,000 여명의 아이들이 오염
된 물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이를 위해 덴마크의 한 기업이 10
년의 연구 끝에 휴대가 가능한 개인용 정수기인 라이프스트로우는 개
발하였고 아이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하천, 호수 등의 물을 안심하고 직
접 먹을 수 있게 되었다. 5달러밖에 안되지만 아프리카 아이들한테는
큰돈이라 모두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특
성을 이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간단한 정수기를 개발하여 차드의 어린이에게
선물해주기로 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 의도
ㆍ 상황제시 : 아프리카의 ‘ 차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매우 적고 정수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균
이 들어 있는 흙탕물을 먹어야한 만다. 이들을 위해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정수기의 개발이 시급하다.
ㆍ 감성적 체험 : ‘ 차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가장 저렴한 정수기를 만들어 보급하면 더 이상 세균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먹고 아프거나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없어

지므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
로 생각된다.
ㆍ 창의적 설계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
고의 효과를 내는 정수기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모둠원들의 아
이디어를 모아 차드에 가장 적합한 창의적설계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3. 학습목표 및 관련 핵심역량
1. 물의 정수과정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차드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간단하고 저
렴한 정수기를 개발할 수 있다.
3. 팀원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4. 창의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사고의 유연성과 적응능력을 키운다.
6.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
다.

4. 수업의 흐름도
전세계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 제시 - 5분
“차드”에서 세균이 들어있는 흙탕물을 먹여야 되는 현실 제시 - 5분
문제해결을 위해 “차드”에 적합한 정수기 개발의 필요성 강조 - 25
분
학습목표제시 - 10분
아프리카의 “차드”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리적 위치, 기후와 경제수준, 차드 어린이의 생활 등) - 10분

아프리카“차드”의 친구에게 필요한 정수기를 개발하라.
모둠원의 아이디어를 모아 주어진 재료로 최고의 기능을 갖는 창의
적인 최저가의 정수기를 만들어라. - 10분
가장 우수한 것을 “차드”에 선물하기 - 10분

5. 지도상의 유의점
1.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여유 있게 충분히 준비해둔다.
2.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의 포인트를 안내하고 포인트의 사용방
법에 대해 안내한다.
3. pH, 전도성, 전도율, 색깔등 마시기에 적합한 수준을 미리 제
시한다.
4. pH시험지, 전도율측정기기의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5. 팀 구성 시 무작위 추첨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
다.
6. 모든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한다.
7. 승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한다.
8. 활동 후 학생 활동지를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수업의 계획

7. 수업 활용 자료
물 여과 실험 포인트 안내

각각의 재료의 값

여러분은 1200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최
종점수에 더해집니다.

8. 학생 활동지

“차드”의 친구들에게 정수기를!!
준비물 : pH 시험지, 전도율 측정기, 비이커(500mL), 고무줄, 여러
개의 컵

차드는 어떤 나라 일까요?(자료조사)

아프리카와 같은 극빈국가에서는 매일 6,000 여명의 어린이들이 오
염된 물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하며 “ 차드”도 예외는 아니다. “ 차
드”어린이를 위한 정수기 개발을 위해 아프리카“차드”의 모든 것을 조
사하여 보자.

PART 5. 참가소감 및 ‘2013 NASA캠프에 도전하려면?’
NASA 연수 후기
삼현여자고등학교 정종덕
물리시연자료의 제작과 활용 및 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고, 지역과
학축전, 대한민국 과학축전, 동경청소년을위한 과학제전등에서 부스를 운
영. 요즘은 퇴직이후의 과학전문인력을 모모아 활동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을 설립했으며, 귀촌하여 농사공부와 5 명으로 악단을 구성하여 연습중이
다.

미국연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96년에 노스캐롤라이
나 주립대학에서 한 달 동안 연
수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시연자
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료
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참으로
운좋게 내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
킬 만큼 자료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학 이였고, 매 시간마다 시연자
료를 이용한 수업을 받았는데, 너무나 신선하고 참신하여 감동의 나날
을 보내게 되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데모룸에 가서 조작해 보고, 사
진을 찍고 기록을 해 와서 90년대 말에는 거기서 보고 수집한 자료들
을 거의 다 만들어서 보유하게 되었다. 이 연수가 계기가 되어 책도 쓰
게 되었고, 시연자료의 개발과 보급, 대축이나 지역 과학축전에서의 활

동 등으로 과학문화부문에서 올해의 과학교사상, 물리학회의 물리교사
상을 수상하였고, 대학에 출강도 하고, 강의 나갔던 대학에 시범실험1,
2라는 과목도 새로 생기게 되었다.
올해 3월에 나사연수가 있는데 신청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자격
을 살펴보았더니 나이제한이 없었다. 그동안 연수자격조건에는 나이제
한이나 이미 해외연수 받은 것 때문에 조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신청을
할 수도 없었는데 다행히 신청자격에 걸리는 것이 없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4 월초에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올해부터 교과과정이
바뀌어서 물리1에서 우주론, 빅뱅과 물질의 궁극, 특수상대성이론, 일
반상대성이론 등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이런 부분들
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나 활동을 기대했다. 그러나 헌츠빌에 있는 US
Space & Rocket Center에서 열린 Educator를 위한 Space Camp에서
의 프로그램은 내가 기대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항공우주부문의 체험을
하기위한 캠프로서, 물로켓 제작, 모델로켓 제작, 단열물질 제작, 정수
기 만들기, 우주쓰레기 치우기, 지동설, 천동설 등 우주의 모형 만들기,
우주선과 관제센터에서 우주선 발사 체험하기, 우주인들의 강연, 팀웍
기르기 등으로 구성되어있어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일반적인 것이
었다. 대부분 이미 해본 것이어서 신선감은 떨어지는 것이었지만 프로
그램의 구성은 좋았고,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연수였다.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점은 비용을 적게 들이
면서 효율이 좋게 하는 점과, 팀원훈련에서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 무엇
을 얻기 위한 것인지 철학적 배경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첫 주의
Space Camp는 아주 빡빡하게 운영되었다. 오전7시 30분에 숙소를 출
발하여 저녁 식사 후에도 한 강좌를 더하고 마치는 일정이었다. 마치고

숙소에 오면 오늘 활동한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다보면 저녁 늦게 일과를 마치게 되었다. 나사에는 올해 우리가
처음이라서 앞으로 나사연수를 오는 선생님들을 위해 안내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캠프에서 어려웠던 점은
언어장벽이었다. 활동부분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
으나 강연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어서 참으로 아쉬웠고, 다른 나라 선
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는 어디를 가도 비교적 잘 적응을 하여 음식 때문에 힘들지는 않는
다. 가져온 음식을 하도 남김없이 다 먹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분들
이 신기해했다. 나는 시골로 귀촌을 하여 내가 먹는 먹거리는 과일 등
몇 가지만 빼고는 모두 재배하여 먹고, 에너지도 화석연료는 하나도 쓰
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쓴다. 농사의 수고로움을 통해 한 톨의 쌀이라
도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었다. 이제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속가
능한 삶의 패턴이 자급소농이라 생각하고 로하스적 삶을 실천하려고
몇 년 전에 시골로 들어갔다.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는 도덕적, 사회적 웰빙이다. 웰빙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면, 로하스는 더불어 제대로 살자 이다. 그들은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소비한다. 강의실에는 추워서 덧옷을 입어야 할 정
도이고, 식당에서는 일회용품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사용한다.
전혀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도
도쿄의정서에는 서명도 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그들이 말이다.

헌츠빌의 Space Camp 를 마치고 올랜도의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로
이동했다. 올해로 벌써 50주년을 맞는다고 한다. 이곳에도 우주와 로켓
에 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시관과 테마공원, 입체영상관등이 잘
갖춰져 있고, 로켓발사장을 둘러보는 것을 포함하여 우주인과 식사하
기 등을 포함하여 우주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잘 개발되
어 있었다. 이런 곳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왜 진작 우주로 눈을 돌리지
못했을까? 그들보다도 훨씬 먼저 훌륭한 과학문명을 발전시켰던 나라
인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생겼다. 옛날에는 땅이나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오늘날에는 우주를 선점하는 자가 세계를 지
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우주선점은 자주국방이나 국가의 위상제
고, 우주개발기술의 첨단사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
주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개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주
와 관련된 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우주
산업분야에 많은 청소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 2013 NASA 캠프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1. 평소에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여 실적을 많이 쌓으면 좋습니
다.
2. 우주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적
용해 보면 학생들에게도 유익하고, 연수활용 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도

움이 됩니다.
3. 언어장벽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다른 나라 교사들과 어울리고 교
류하며 그들을 통해 더 많이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4.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우주론, 물질의 궁극, 상대론 등 우주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많은 나라들이 왜 우주선점을 국가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지? 세계 여
러 나라의 우주개발의 역사와 현황,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황, 우리의 과
제와 역할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장승구
항상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되고 싶습니다.

세계 항공우주의 메가 KOREA를 꿈꾸며......

미국 NASA 연수 대상자 발표 날 아침부터 몇 번이고 핸드폰을 보았
지만 점심때가 되어도 연락은 없었다. NASA 연수 대상자에 탈락했구
나하고 기대하지 않고 오후에 수업과 몇 가지 처리할일이 있어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NASA 연수대상자 발표는 잊고 있었다. 오후 7시
쯤 핸드폰 문자를 보았는데 NASA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
를 보았을 때의 감격은 너무나 컸다. 그 순간은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한 순간들 중에 하나로 기억 될 것이다.
열정과 도전으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은 연수!

긴 여정을 거처 숙소에 도착하는 순간 멘붕 상태! 10명의 한국 교사
가 한 팀이 되어 모두 함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
었다. 숙소 입구 등록을 하고 받아든 명찰에는 서로 다른 팀으로 배정
되어 있었다. 14명이 한 팀인데 한국교사를 2-3명씩 4개 팀으로 배정

하여 미국교사들 속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배정되어 있었
다.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잘 할 수 있을 까하는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일정표를 보고서는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1층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 스태프에게 프로그램 내용들
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친절하게 2층 모임 장소로 와서 프로그
램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아침 7시30분에 숙소를 나가서
저녁8시까지 짜여 진 일정, 식사시간 30분 이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피
곤하지만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연수중 찍은 사진을 빔 프로젝트로 보며 서로의 연수 경험들을 공유하
며 나누는 시간들로 더욱 알찬연수가 되었다. Shuttle Mission 에서 우
주왕복선의 파일럿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미국 교사들과 함께 우주왕복
선을 발사하여 우주에 갔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mission을 완수
한 것이 추억으로 남는다. 연수 마지막에는 미국인 교사들과 이메일과
페이스북 주소를 서로 교환하여 인적 네트웍을 형성한 것 또한 의미가
있었다.
스토리로 의미를 부여함으로 능동적,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NASA 교육프로그램

[그림 5-2-2]

[그림 5-2-3]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할 때 하고자하는 활동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따분함과 수동적인 자세를 갖게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하는 활동의 의미를 알고 활동에 임할 때 적
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NASA에서 이루어진 연수 활동들이 스토리로 그 활동의 의미를 부
여하여 참여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학습에 참여하게 한
다.
ECLSS(Environmental Control & Life-Support Systems)프로그램
은 정수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단지 학생들에게 원리를 설명하고
주어진 재료들 가지고 정수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정수기가 필요
한지를 스토리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여 학습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
으로 정수기를 설계하도록 한다. 실제로 학습자들이 정수한 물을 마시
는 것은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X-Prize Lunar Rover-Lander 는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 계란을 깨
뜨리지 않고 투하하는 프로그램이다. 과학의 달 행사로 빠지지 않는 프
로그램 중 하나이다. 동일한 프로그램이지만 스토리로 의미를 부여하
여 참가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 1958년 10월 1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지금의 NASA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루
어진 축척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송혁진 박사님 말이 생
각난다. 10월에 발사되는 나로호 3차 발사가 그동안의 실패로 축척된
기술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염원한다.
NASA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많은 자료와 경험들을 교육현장
일선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고 적용해서 다음 세
대에 세계 항공우주 메카 KOREA에 기여할 인재들을 교육하는데 기
여하기를 소망한다.

* 2013 NASA 캠프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1. 2013년 NASA 연수에 선발 되신 선생님들께 축하드립니다.
2. 선발되신 선생님들은 모두 자기 활동 분야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연수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서로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모두가 사진을 찍되 특별이 연수동안의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담을 사
진 담당자(DSLR카메라로)와 영상 담당자를 각각 1명이상 선정하여 추
억들을 담아 두세요.( 연수 후 보고서 쓸 때 도움이 됩니다.)
4.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선생님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5. 연수 명찰을 보여 주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공짜로 여러 시설들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6. Space Shot을 꼭 한번 타보세요.
7. 보고서 작성 또는 다른 이유로 녹음을 할 때는 동의를 얻어 녹음기를 단
상에서 녹음을 해야 잡음이 없이 깨끗하게 녹음됩니다.
8.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웃음을 잃지 않고 연수

를 즐기세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담도록 하세요.

용담중학교 오현춘
The Right Thought plus the Right People in the Right Environment at
the Right Time for the Right Reason = the Right Result.
-Book "How successful people think"

미국, Kennedy 정신 아직도 현재진행형...

누구나 한 번쯤은 밟아보고 싶은 땅
미국, 우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보고

싶은

연구기관

NASA, 그 곳에서 연수에 참가할 수 있
는 기회를 얻은 것은 내게 대단한 행운
이었다.
미국에 머무는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교육적 정서를 조금은 더 접근
하여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우주교육
에 있어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을 실감
했다. 우주 강국으로서 그 동안 쌓아온 업적들은 그대로 우주교육을 위
한 인프라로 형성되어 누구도 쉽게 이룰 수 없는 그들만의 노하우로 쌓
여 있었고, 강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신념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
여 이에 힘을 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수의 매 강의 때마다 그들이 힘주어 말하고, 전시관에서나 제공되

는 안내 책자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Inspiration( 영감,
격려, 암시 등의 뜻으로 해석됨)”이었으며,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게 꿈을 심어주고 발전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마치 ‘ 인생의 나침
반’과도 같이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플로리다 주 올랜도 지역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는 홀에 들어
서자마자 존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장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
었는데, 이것은 케네디가 우주 개발에 영감을 주었던 역사적 인물이면
서 동시에 미국의 우주 개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케네디 방문센터 내의 전시관이나 아폴로/
새턴V 전시관 등 어디서나 케네디의 정신은 부각되고 있었다. 이 정신
이야말로 인류를 달에 보내고, 우주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했으
며, 장차 화성에 인간을 보내며, 우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의
원천이라 여기고 있는 듯 했다. 미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꿈과 열망은
케네디 정신에 실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마침 연수 기간 중에 ‘Curiosity’라는 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착륙 장면이 비쳐지는 동안 열광하는 미 국
민들을 CNN 뉴스로 접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또 한 번 케네디의
얼굴을 떠올리고, 가슴속에는 미래에의 꿈을 다졌을 거라는 생각을 했
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오버랩 되면서 잠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
았다. 혹자는 이제 국경 개념이 사라지고 글로벌화 된 세상에 살고 있
다고 말하며 이를 내셔널리즘이라 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타국 땅에
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의 환호를 지켜보면서 마냥 함께 즐거워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들의 NASA 이야기가 잔잔한 울림이 되어 우
리나라의 우주 개발과 우주 교육의 진전이라는 큰 파동으로 퍼져나가
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대한민국 파이팅! 과학교사 파이팅!

* 2013 NASA 캠프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1.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NASA에 가고 싶다는 열망!
2. NASA 홈페이지를 내 집 드나들 듯... 업그레이드되는 자료들 수업에 적
극 활용하기!
3. NASA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NASA NEWS SERVICE”

신청하여

받아보기! 그래야 NASA 돌아가는 물정 잘 알 수 있기에...
4.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성
이 열려있고, 발전적인 사람임을 보이기 위한 스펙 쌓아가기!
5. 토익이나 텝스 등 영어 공인 성적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 듯
6. 외국 사이트 들락거리며 과학 관련 뉴스들에 많이 노출시켜 영어문장에
익숙해지기!
7. 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품격 높여가기!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선생님의 간절한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입니다.

대치중학교 교사 이지노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실이라는 무대에 서서 학생들의 눈빛을 마주치는 것을 즐기면서
대한민국의 과학 학원이 모두 문 닫는 그날까지 학생들에게 꿈과 감동을 주
는 과학 교사이고 싶다.’

나에게 길을 알려준 NASA 국제 연구 기관 연수

아침 7시 30분에 셔틀버스를 타고 아침식사 후 8시부터 저녁 먹고 8
시까지 5일 동안 45시간 진행되는 교사대상 연수 프로그램 일정은 쉬
는 시간도 없이 강행군이었다. 12~14명을 한 팀으로 단위로 교육하는
데 4개의 팀이 동시에 강당에서 강의식 프로그램과 팀 단위로 이루어
지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팀은 한국인 교사들인 나를 포함해
서 4명 포함되어 있었고 2명의 러시안 교사와 나머지는 미국 교사들로
이루어져있었다. 개강식을 하고 첫 활동은 Lunar Base Challenge였다.
강의는 못 알아들어도 ppt 자료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되었지만
활동은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 받아야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서글픔에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다. 이 연수 대상자
로 선발된 후 이제까지 왜 그리도 영어 공부를 게을리 했을까? 한편으
론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 수업 내용을 전혀 알이지
못하는 학생들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었
다. 나는 활동에 참여자라기보다는 마치 관찰자가 되어서 우리 모둠원

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둠원은 두명이 서로 주축이 되어서 의
견을 주고 받더니 전지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
으로 진지하였다. 그리고는 말한마디 못하는 내게도 색연필을 주면서
색칠하라고 하였다. 나는 이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날 이후 물로켓 만들기, 화약로켓 만들기 등의 활동은 영어가 서툴더라
도 과학적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도가 날로 높아졌
다. 그러던 중 내게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 시간은
Ablative Shielding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은 먼저 필요한 재료를 선택
하여 0.5cm 두께의 단열재를 10cm×10cm 크기로 만든다. 그 다음 부
테인 가스 토치 가열장치에 단열재를 끼운 다음 날달걀을 3분 동안 가
열하여 달걀이 익지 않게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활동에서
단열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재료 선택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고
미국 교사들이 내 의견을 매우 진지하게 들어 주었다. 내가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지만 그들은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
은 내 의견에 날개를 달아서 더욱 더 효율성을 높인 단열재를 만들었
다. 단열 테스트 결과 우리 조의 달걀은 아무 변화없이 그대로 보존되
어 있었다. 그 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그 시간 이후로 자신감도
생기고 함께 수업을 받는 미국 교사들의 수업 받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다. 교육 받는 자세가 매우 진지함을 보
고서 교사들끼리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서
로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빠르면서 정확
한 교육을 추구하는 반면에 그들은 느리지만 진지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활동을
끝내고 목표에 도달해야하며 발표 시간도 제한된 시간안에 빠르게 발

표해야한다. 하지만 그들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며 거
의 모든 활동이 팀원 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다. 그리
고 나는 효율성과 과학성만을 머릿속에서 계산하는데 반하여 그들은
언제나 예술적인 디자인을 생각한다.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
하는 모습에서 steam 과학과 공학과 예술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조금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이 배려된 환
경에서 학습한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면 그 것을 발표하며 그 때에 다른 사람들의 발표
내용에 모두가 집중하여 들어준다. 조별 활동 시간에 다소 자유로운 분
위기가 발표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고 잡담하는 것을
지독할 정도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체 생활에 매우 익숙하다.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것에 짜증내기 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한
다. 그런데 승부욕도 매우 강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매번
최고가 되고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US Space & Rocket
Center에서의 모든 활동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특히 체험활동프로그램
의 경우 높지 않은 수준으로 편성되어있어서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수
업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US Space & Rocket Center에
서의 모든 활동에 현지 미국 교사들과 함께하여 미국 교육 방식과 미국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STEAM교수학습방법에 대하여 명확하
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역량강화에 큰 도
움이 되었다. NASA 한국인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KSC 송혁진 박사)
겸손하시고 친절하시며 자상하신 설명에 감명을 받았다. US Space &
Rocket Center에서 받은 연수에서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영감을 받

았다면, KSC ERC Workshop (Laura Colville, Program manager,
NASA), Space shuttle Astronaut Jon McBride Captain, USN(ret.),
KSC Up-Close Tour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과학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연수를 받아보았지만 이번 연수
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에 나를 크게 깨우쳐주는 연수는 없었다. 그
런 의미에서 이번 연수를 기획하고 제공해주신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
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리
고 그러한 경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는 이런 과학 교사가 되고자 한
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실이라는 무대에 서서 학생들의 눈빛을 마주치는 것
을 즐기면서 대한민국의 과학 학원이 모두 문 닫는 그날까지 학생들에
게 꿈과 감동을 주는 과학 교사이고 싶다.’

* 2013 NASA 캠프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1. 미국은 한여름에 기숙사 포함한 교육 활동을 하는 실내 온도 기준이
18~2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냉방이 잘 된 곳의 온도를 생각
하고 긴팔 옷을 준비하고 가면 매우 춥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에서 초
겨울에 입는 긴팔 옷부터 한여름 옷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우주탐험을 주제로 다룬 미국 드라마 스타트랙을 하루에 50분 짜리 1회
식 100일 이상 즐겨 보시면 좋습니다.
3. 전화영어를 신청해서 매일 전화로 영어 회화를 공부합니다.
4. 나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육 자료를 다운 받은 다음 번역본을 만들
어 봅니다.
5. 영어로 된 우주 관련 서적을 읽어봅니다.

6. 과학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대학민국 교사로서의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
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과학 교육을 위해 함께 나누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원여자중학교 김미순

NASA 연수를 통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더욱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NASA연수를 다녀와서

NASA에 연수를 가게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연수에 대한 기대감으
로 많이 설레었다.
긴 시간 비행을 하고 헌츠빌에 도착해서 바로 연수에 들어갔다. 쉬지
도 못하고.....
SPACE ACADEMY FOR EDUCATORS 는 우주선과 우주에 관한
여러 개의 주제와 리더십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각 주에서 오신 선생님들, 취업을 앞둔 미국청년(우리 반의
유일한 남성), 창의재단 인솔자인 이현숙박사님과 같이 모두 11 명이
KIBO라는 반에 편성되었다. 미국의 과학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로 소속도 다양하고 연수비를 지원받아 오신 분들도 있었
지만 거의 1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이번 연수를 위해 자비로 부담하
고 오신 분들도 여러 명이었다. 처음의 어색한 ice breaking 시간을 보
내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연수에 참여했다. SPACE
ACADEMY FOR EDUCATORS 에서 한 연수가 대부분 좋았는데 그
중 처음으로 했던 cosmic distance과 AREA 51 LOW ROPES 이 인상
깊었다. cosmic distance 라는 프로그램은 천문학자인 프톨레미, 코폐

르니쿠스, 케플러에 대한 설명과 그들이 밝혀낸 이론을 근거로 우주에
서 천체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과 북두칠성을 이루는 7개의 별까지의
거리와 크기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이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르칠
때는 천문학자별로 그들이 주장한 이론의 요점만 알려주어 학생들이
암기하기 쉽게 했는데 미국은 좀 달랐다. 학생들이 먼저 천문학자들의
주장대로 천체들을 배열하고 조별로 돌아가면서 다른 조의 내용에서
관찰한 것을 적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면서 그들만
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많이 쓰
는 말은 “이해되면 외워라”였는데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잘못인 것 같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AREA 51 LOW ROPES 라는 프로그
램으로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조원들이 모
두 협력해서 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다
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야 했다. 미션을 수행하기위해 땀흘려가며 서
로 노력하고 애쓰고 난 뒤 미국선생님들과 아주 많은 레포가 형성된 것
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 5-5-1] cosmic distance(좌) / AREA 51 LOW ROPES(우)

프로그램 중에 이것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것인지를 서로 발표하

는 시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으며 나도 우리 반의 단합을 위해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이 SPACE
ACADEMY FOR EDUCATORS 를 하고 난 후 정말 많은 것을 느끼
게 되었다.
첫째, 우주개발을 하면서 얻은 과학적 지식을 교육에 활용하는 적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예를 들면 로켓이 지구 대기권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대기와의 마찰로 생기는 엄청난 열을 이길 수 있는 단
열재가 필수이다. 이 실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여러 가
지의 재료를 활용하여 단열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단
열재의 효과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을 한다. 그 실험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단열재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즉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

[그림 5-5-2] 단열재가 왜 필요한지 설명(아틀란티스호의 모습) (좌)
각 조에서 만든 단열재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모습(달걀이 안 익어야 됨) (우)

두번째, 미국의 엄청난 우주과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폴로 11호가 사용했던 신발, 우주복, 음식, 탐사선, 로켓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특별히 달의 표면에 찍힌 그 유명한 신발을 직접 만져
보기도 하였다. 우주인들도 연수에 초빙되어 우주에서의 경험을 나누
었다. 우주인이 마치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느껴졌고 그 분들을 대하는
미국선생님들은 정말 예의와 존경을 갖추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
다. 부모님과 함께 견학을 온 미국의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교
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우주에 대하여
더 생각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그들의 꿈을 더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5-3] 달에 찍힌 발자국의 신발 (좌)
우주공간에서 작업을 경험하는 활동 (우)

세 번째, 미국과학교육도 STEM이 주가 된다는 사실이다. STEM형
프로그램은 SPACE JUNK, Roketry Workshop, Bottle Rokets,
ECLSS, X-Prize Luner Rover/Lander 등이다. 우주에 로켓을 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원들과 여러 분야의 융합이기 때문이리라 생각되
었다.

[그림 5-5-7] LUNER BASE CHALLENGE

[그림 5-5-8] 기지를 세우고 발표하는 모습

네 번째, 미국교사들의 친절함, 배려,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11명
중에 한국인은 2명이기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하든 미국선생님들과 조를
이루게 되었다. 다행히 그분들이 하는 것을 가까이 보게 되었는데 정말
배울점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

문에 연수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지만 항상 칭찬해주고 내가 놓치고 있
는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었다. 내가 “우리 반에서 좀 뒤
처지는 학생들을 이렇게 배려했었나?”라는 반성도 하게 되었고 학교에
가면 그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NASA가 개발한 우주 항공관련 교육자료가 8000가지가 넘고 저작
권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교
육에 쏟고 있는 이분들의 노력에 또 한번 놀라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도 한국우주산업(주)에서 STEM 용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무료로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더 많은 교육자료가 개발되었
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많은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에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료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
는가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연수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
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연수를 통해 갖게 된 소중한 만남, 귀한 경
험을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써야겠다는 소리 없는 결
심을 다시 한번 해본다.

* 2013 NASA 캠프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1. NASA 연수 프로그램을 확인 한 후 이에 해당하는 수업자료를 인터넷으
로 반드시 공부하고 가세요.
2. NASA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반드시 외국선생님들과 모둠을 구성
하세요.
3. 외국선생님들이 과학실험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대화도
하고 실험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서 배울점도 많습니다.

4. 외국선생님들과 서로 연락처를 많이 공유하셔서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세요.
5. 명언 한 문장은 외워 가세요. ice break 타임시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
다.
6. 연수보고서는 현장에서 바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너
무 바쁘셔서 힘들답니다.
7. 한국적인 기념품(값이 저렴한 것도 좋음)을 가져가서 주셔도 좋습니다.
8. 외국음식이 안맞을 경우를 대비해 컵라면과 햇반 등을 가져가세요.

수지고등학교 박성은

겉보기에 밝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코로나
처럼,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함께 호흡하고 공명하는 수업이 제 삶의 에너
지입니다. 요즘은 내가 가진 에너지로 아이들만이 아닌 선생님들과 공명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었지만 NASA 캠프는
제 인생의 중요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원한다면 일단 도전하는 거야.”
나는 1969년생이다. 어릴 적, 책을 읽다가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
을 디딘 1969년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었다. 그 이
후 늘 우주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Kennedy 대통령의,
We choose go to the Moon.
We choose go to the Moon,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라는 연설을 들으며 벅찬 감동의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했었다. 이런
나이지만 3월에 NASA 연수 공고가 났을 땐, 영어실력에 자신이 없어
잠시 주저했었다. 하지만 ‘일단 도전해 보자.’라는 맘으로 신청서를 썼
고, 며칠 후, 나는 전국에서 선발된 10명의 명단 안에 들어있었다. 나는
늘 아이들에게, ‘성공할지 아닐지를 두고 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이
라면 도전해라. 일단 시작하면 길은 새롭게 열린다.’고 말하는데, 이번
NASA연수가 바로 그랬다. 내가 그 때, 주저하여 신청서를 내지 않았
더라면 이렇게 가슴 벅찬 NASA연수에 참여할 수나 있었을까?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처음에 NASA 연수에 참여하
면서 나는 우주과학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뭔가 새로운 교육프로
그램과,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
는 우주과학에 대한 인프라를 보
고 배우게 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은 별로
없었고 국가와 사회 전체에 스며
있는 그들의 인프라가 정말 부러
웠다. 우리가 체험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우리의 교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프로그
램을 해도 우리나라의 수업은 맥락이 살아있지 못하고 분절되어 있어
서 아이들이 왜 그것을 하는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반면, NASA의
수업은 모두 맥락과 상황 안에 연결되어 있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했던가? 바로 이런 우주과학에 대한 Real 인프라, 국가적, 사
회적으로 학습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비형식교육의 지원 등이 우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리라.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단지 학교에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가 간접적인 배후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미국의 우주과학은 단지 과학자들만
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연구소는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과 기념관을
지어 대중과 소통하고 있었고, 과학을
넘어 문화산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
다. 실제 Saturn V 가 전시된 로켓 전시
관이나, 발사기지들이 즐비한 Kennedy
Space center 에서는 그 거대한 실체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우주과학의 산물이 그대로 녹아있던 Disney
Epcot center에서는 그 창의력과 다음세대를 향한 진취적인 메시지에
감동했으며,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 벽에 그려져 있던 아
이들의 말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Kennedy Space center 안에 있
는 작은 과학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과학관과 달리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며 개입시키는 과학관의 전시방식과 전시물에 흥
분했다.

이번 NASA연수에서 나를 가장 감동시킨 건, 나와 함께 한 미국 선
생님들의 눈빛, 표정, 사소한 언행에서 풍겨지는 그들의 사고방식, 과
학관의 전시물, 길거리에 있는 광고판에서조차 느껴지는 그들의 생각
과 분위기 등 상황과 맥락 안에서 체험으로 배운 것들이었다.
Inspiration + Innovation + Invention = Future
내가 외국인이어서 길거리의 구호나 광고판에 민감했는지도 모르지
만, 미국은 어디나 구호나 글귀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글귀들
이 모두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Kennedy space center
의 안내책자 뒤에 있던 슬로건. “Inspiration + Innovation +
Invention = Future” 이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
3개의 단어를 가지고 슬로건을 만든다면 무엇이 가장 앞에 나올까? 주
위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다들 “ 요즘 우리나라의 트랜드는
Innovation이지.”라는 대답을 한다. 그래, 요즘은 Innovation 이 대세
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고 고
무시키는 것이라는 그들의 철학이 느껴졌다.

Kennedy space center 의 “We're behind you, Columbia."
"Every stop is step to the future."

배너들,

라고 적혀있던 길거리 광고판들,

Shuttle Mission을 앞두고 긴장한 나를 향해 두 개의 엄지손가락을 치
켜 올리던 그들의 격려하는 마음, Apollo 전시관의 하이라이트에 배치
된 미션이 Apollo 11호가 아닌 Apollo 8호였다는 점은 나에게 그들의
사고방식을 가슴으로 전해 주었고 나는 진한 감동을 느꼈다. 생각해 보

자. 만일 내가 Apollo 관의 전시기획자라면 무엇을 하이라이트로 두겠
는가? 당연히 Apollo 11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Apollo 11 의
stepping stone 이었던 Apollo 8 을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로 배치했다.
이런 것들에서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결과보다 그
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거야. 걱정하지마. 너의 뒤엔 우리
가 있을게.” 라고 말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결과보
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을 정녕 실
천하고 있는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을 더 중요
하게 생각하는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징검다리역할을
한 사람에게 더 큰 환호를 보내는가? 우리 교사들은 정녕 아이들의 우
수한 결과물을 치하하는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축하하는가?

토의와 경청, 협력의 생활화
헌츠빌의 캠프에선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 끝나면 모두 동그랗
게 둘러앉아 생각을 나누고 토의
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데 이 부
분이 참 맘이 편안해지고 내가 가슴에 새긴 장면이었다. 또, Team
Mission에서 내가 우리 팀의 한 사람에게 “Your idea is very good."이
라고 했더니, ”Oh, No. We are Team, It's our Idea." 라고 했다. 나는
여기서 개인의 뛰어남보다 함께 하는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태도를 배

웠다.

생리적 욕구, 안정과 소속감의 욕구가 채워져야 지적인 욕구도 발산될
수 있다.

나는 이번 캠프동안 내 인생에서 처
음으로 학급에서 왕따가 될까봐 두려워
하는 아이들의 불안감을 체험했다. 언
어 소통의 어려움은 나를 위축시켰고,
그래서 캠프 첫날에는 ‘ 창의재단에서
나를 잘못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
었다. 그런데,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바짝 긴장하고 있는 나를 향한
그들의 배려가 나를 편안하게 했고, 내
가 그 그룹에서 내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나는 자신감이 생
겨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채워진 후에야 지적인 욕구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교사로서 혹시나 학급에서 외톨이로 떨
어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몸소 느끼고 가슴에 새
겼다.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경험은, 헌츠
빌에서 같은 기숙사에 묵었던 미국 선
생님 Florentia 를 만나고 교감한 것이
다. 지금도 Florentia 와는 메일을 주고
받는데, Florentia 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세계 어디서나 삶의 진리는 같
다.’는 점이다. “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
고 나의 중심이 내 안에 굳건하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똑같이 했던
것은 정말 놀라운 깨달음의 경험이었다.

배우고 싶은, 배워야 하는 상황을 만들자!!

더불어, 학습에서 어떤 상황에 학생들이 engage되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외국인들과 이야기
를 나눠본 적 없는 내가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최선을 다해 듣고, 입이 열리고, 말로 다하지 못한 것들을 전하고자, 밤
을 새워가며 미국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쓰게 될 줄이야...헌츠빌에서 같
은 팀의 선생님, Daniel이 ‘ 태극기’의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것이 너
무나 안타까워서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사전을 찾아가며 태극기를 설
명한 메일을 보냈다. 짧은 영어실력이지만, 그들에게 태극기를 설명해
주었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My Nation’s symbol has many oriental philosophical meaning.My
nation, Korea was built in 5,000years ago(Ko-CHOSUN Dynusty), by
DANGUN(first king). He has an ideology of Nation, HONG-IK-INGAN(My nation's letter is ideogram. HONG is meaninig of wide, IK
has meaning of benificial, helpful, IN-GAN is Human world). so,
HONG-IK-IN-GAN is presented "Harmony", "We help all of world."

My national flag, Taegeuk-ki has white square background. It means
that “We love Peace”.
In the center, Red and Blue spiral in the circle, It means "creation of
World" and "Harmony".
The whole elements in the world are coupled, like that, men and
women, hot and cold, summer and winter, happy and sad, life and
dead, etcRed means men, hot, summer, happy,....Blue means the
other side.The Universe is created by "the Harmony of Red and Blue"...
4 black oblique line is presented by East, West, South, North.
And Spring, Summer, Autumn, Winter. And Sky, Earth, Sun, Moon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와 가능성을 믿고 기대하며

2007년 호주-뉴질랜드 연수 때나 이번의 미국 연수...외국에 나가보
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더니...나가보니 수업시간의 모습, 교사의 실력,
학교의 시설 등 우리 교육에서 잘하고 있는 점들이 눈에 띈다. 다만 조
금 부족한 점이 있을 뿐...너무 우리의 부족한 점만 탓하지 말고, 우리
가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도록 하자.
그런데, 최근에 읽었던 PISA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이 학생들
에게 거는 기대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았다. 이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지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
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며 서로 영혼을 교류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믿고,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높은 기대를 걸고 격려하며 아이들과 동행하자.
“실패해도 괜찮아. 원한다면 일단 도전하는 거야.
그 경험이 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거니까.”

* 2013 NASA 캠프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1. NASA교육자 캠프에 참가할 때는 그들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이나 모든 행사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들의 사고방식을 체험하고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하다면 미국 선생님들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교육자들이 섞여있는
모둠이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가 부족한 것은 의사소통
에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세요.
3. 그들의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우리나라의 과학
교사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국기나 전통, 우리
의 교육 등에 대해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4. 선발된 사람들끼리는 미리 모여 친분을 쌓은 후, NASA캠프에서는 우리
나라 교사들끼리 모여 다니지 말고 캠프에서 구성된 팀원과 함께 행동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같은 팀 선생님들과 모여 놀기도 하고, 서로
초대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때 빠지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때
로는 선생님들께서 외국인교사들을 초대할 수도 있겠지요.
5.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만남을 갖게 합니다. 그들
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가시면 아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교사
이니, 우리 전통과학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요?
6. 헌츠빌 기숙사는 정말 정말 춥습니다. 옷을 잘 챙겨가세요~

대전 지족중학교 배성희
과학을 잘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뛰어넘어 과학이 필요한 동기를 학생
들에게 부여하고 과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

연수 소감문
1. 연수에 참여하기까지
아마도 오래 전부터 나의 아킬
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단연 ‘영어’이다. 그
래서 처음 연수에 대한 공문이
왔을 때도 나와는 먼 이야기로
알고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엄두도 내지 않았고 영어에서 조
금 벗어날 수 있는 연수를 찾던
중 그 연수가 겨울로 연기가 되
었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러면서
“지구과학과니깐 과의 특성을 살려 NASA 연수를 신청해 보는 것이
어때?”라는 장학사님의 권유로 신청서를 내게 되었다.
크게 내세울만큼의 화려한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였기에 기대를 하
지 않았으나 예정보다 발표가 늦어지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러
다가 운전 중에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어머 됐어. 진짜. 전국에서
10명인데? 어떻게~!’하면 혼자 탄성을 지르면서 감정에 미쳐 기쁨을

느꼈던 모습이 생생하였다. 게다가 7: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내가 통
과했다니. 아마 임용된 후 이런 경쟁률이 다소 생소하다.
아마 준비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우연이었는지 모르지만 교
육과학기술부에 포부에 대한 글이 필요하다는 급한 전화를 받고 보낸
글귀가 인터넷에 나의 이름과 함께 소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알게 되
었다고 이야기를 해 준 선생님도 있었다.

2. U.S. Space & Rocket Center Camp에 참여
비행기의 일정보다도 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아마도 Camp 에 참
여한 첫날이다. 모둠으로 활동이 시작이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
이 되는 건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현실로 다가오니
나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졌다. 시차 적응보다 더 힘든 것
이 언어 장벽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무슨 이야기였는지 가늠할 수 있었고 미국인
들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림 5-7-1] 달기지 건설(좌) / 달에서의 활동<글로 표현> (우)

첫날 적응이 어려웠지만 둘째날부터 그야말로 즐거움에 배를 잡고
행복한 시간이 펼쳐졌다. 그것은 이지노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이

가능했다. 미국, 러시아, 한국 이렇게 3개 나라가 모여서 캠프에 참여하
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영어 교사가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강한 것은 과학교사이라는 점과 강
연에서는 제 실력이 발휘되기 어렵겠지만 활동에서는 우리의 과학 활
동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낯설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강한
면을 나타낸 것은 뭐니뭐니 해도 계란에 관련된 활동이였다. 완벽한 팀
웍을 발휘한 프로그램에는 ablative shielding 즉 우주선이 대기권을 통
과해 착륙할 때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는 미션 수행이
다. 주어진 재료비에 맞추어 가장 안전한 계란의 보호막을 만드는 활동
이다. 우리 4명은 각자가 1가지씩 의견을 내서 미션에 반영하였고 최종
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위기 대응력까지 정말 완벽한 팀웍이였
다. 그래서 우리 모둠만 성공하였고 영원히 기억될 미션으로 지금 생각
해도 웃음이 묻어나온다.

또한 우리 모둠의 destiny 팀장인 마이클의 적극적인 도움도 우리의
캠프 활동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다. 한국인 4명! 특히 이지노 선생
님의 안내자로서 같이 있는 나까지 도움을 받았고 함께 함으로써 즐거
움이 배가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였다.
그리고 우리 팀의 자체적으로 발현이 된 리더! 제임스를 꼭 말하고
싶다. 미국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 물리 교사이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표현하고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었다. 제임스를 통해서 나는 미국인의 정서를 간
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급하게 이루
어진 것이 없다. 토의를 통해서 여유 있게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결과

위주가 아닌 과정에서 자신만의 대륙 기질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마 이
것은 우리나라 선생님들만 와서 통역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 캠프라
면 제도적인 면들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들의 과학적 태도, 사
고방식, 토의 문화는 접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연수에서 가장 크게
나를 자극한 부분이다. 그리고 STEM교육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다양한 활동 속에서 예술을 감미하여 미적인 요소도 강조하였다.

3. Orlando Science Center에서
지질박물관에 있는 science on a space 와 같은 모델을 만나게 되었
다. 미국의 극궤도 위성인 NOAA 위성에서 관측한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세계적으로 55곳에 있다고 한 장치이다. 이 곳의 SOS는 우리
의 지질박물관과 달리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설명을 듣고 싶은
시민이 오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가이드가 직접 구동시켜 보여주
고 있는 것이 특이하였다. 사실 가장 관심이 가는 전시물이다.

[그림 5-7-5] ⓒNASA

누구든지 기회가 된다면 관심을 갖고 두들겨 본다면 더 깊이 있고 많
은 내용을 담아갈 수 있는 NASA연수이다. 영어권이 주는 어려움도 있
지만 도전해 보길 잘 했다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10명의 NASA에 최고
관심 있는 교사들이 함께한 10박 12일이였다. 이들과의 특별한 인연도
소중하고 큰 의미가 있었다.

* 2013 NASA 캠프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1. 냉방시설이 잘 된 시설 내에서는 긴 옷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는 햇빛
을 가릴 수 있는 자기만의 장치를 챙기시고, 잘 때 긴 잠옷도 필수입니
다.

2. 전통적인 미국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한국식의 간단한 음식을 챙기세
요. 메뉴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 드릴께요.
3.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언어의 여유를 챙기세요. 귀담아 들어주
고 몇 개의 단어에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 줍니다.
4. 미국은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마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챙기시면서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5.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NASA의 24시간을 마음껏 즐기면서 주인공
이 되어 한국으로 오세요.

덕장중학교 교사 김세희
여행을 좋아하며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과학교사입니다. 우리의 우주과학
과 관련된 이런 작은 활동이 한국 우주과학교육의 시작에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었던 NASA, 일상생활로 그리고 다시 새로운 꿈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
학창의재단이 주관한 ‘ 중등교원 국제연
구기관(NASA) 연수를 통해 어릴 적 꿈
속에서만 일했었던 NASA 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꿈이었던
곳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서 공부하
는 내 생활이 된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었다. NASA 는 1957 년 구
소련의 스푸트닉 쇼크로 출발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우주계획 및 항
공연구기관인 것과 동시에 첨단 우주과학기술과 전문 지식을 과학자들
만 공유하고 연구하는 장소를 넘어서 일반 대중을 포함한 학생, 교육자
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과학문화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 우수한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은 현지 견학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현장을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와 동시에 전공지식에 대해 깊고

살아있는 연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학교현장에 우수한 해
외 교육사례를 적용하여 아직은 우리 과학교육의 현장에 미흡한 우주
과학교육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큰 동기와 열정을 얻을 수 있었다.
2012년 7월 29일 아침 인천공항 전국에서 선발된 10명의 과학 선생
님들은 나름 부푼 꿈을 안고 공항에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인천에서 가
장 긴 직항노선에 해당하는 미국 애틀란타행 비행기를 약 14시간 타고
다시 버스로 3시간을 달려 간 곳은 NASA 설립에 최대 기여를 한 독일
계 미국인 과학자 폰 브라운의 열정과 의지가 느껴지는 헌츠빌 마샬우
주센타이다. 여기서는 10여 년 동안 우주프로젝트와 관련된 교육프로
그램을 세계 각국의 학생, 교육자 및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곳이다.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NASA 의 ERC(Education
Resources Center) 에서 미국의 각 주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하여 개발
된 다양하고 막대한 양의 교육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 한국
인 과학 선생님들 10명은 총 4개의 팀에 분산 배치되어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 영국,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참가한 초 · 중 · 고 선생님들과 함
께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8 시 반까지 빡빡하게 짜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서로간의 배려와 협동을 추구하는 NASA 교육프로그램
처음 우리를 맞이한 프로그램은 영화 속 군인들의 훈련장면에서나
보았던 수상 Zip-line 타기. 처음에는 생소한 프로그램에 우리팀 모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서로의 순서를 미국 남부 여름의 뜨거운
뙤약볕아래서 차분히 기다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 모두 성

공적으로 끝냈다. 이때 팀원들의 팀워크는 굳게 다져졌으며 앞으로 5
일 간의 혹독한 프로그램의 에너지원이 될 적극적인 열정과 마인드도
생길 수 있었다. 또한 팀원 간의 리더십과 배려심을 기반으로 하여 모
둠 구성원의 전체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또한 매
우 인상 깊었다.

어려운 우주과학을 눈앞에 보이는 쉬운 Hands-on 활동으로
우주왕복선은 지구 밖으로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 지구 대기와의
마찰로 발생한 엄청난 열을 견뎌야 한다. 이 열을 견디기 위한 단열재
제작 활동은 우주과학을 학습 자료로 구체화 시킨 프로그램들 중에 매
우 인상 깊은 활동이었다. 두께 0.5cm의 단열재를 우리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모둠별 활동이었다. 무한히 두껍
게 하거나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써서 실제 우주선에 쓰이는 단열재
제작과 괴리가 있는 활동을 지양하기 위해 각 재료마다 가격을 매겨 일
정 금액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두께에도 제한을 두
었다. 이렇게 모둠별로 제작한 단열재 뒤에 달걀을 두고 토치의 강력한
열을 3분 동안 견딘 후 달걀을 깨서 내부의 익은 상태를 모둠별로 비교
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우주선에 쓰여 지는 최첨단 재
료가 어떤 과학적 특징이 있는지 고려해 보는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
다.

NASA는 2020년에 달기지를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신형로켓 및 달기지 건설을 위한 각종 기지 장비 및 프로젝트를 계획하
고 있다. 실제 달기지 관련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미션으로 설정하여

모둠별로 모형을 가지고 달기지를 계획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2012 년 8 월 6 일 화성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3 번째 탐사로봇
Curiosity와 관련하여 달이나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때 중요한 착륙선
및 탐사선을 실제로 제작하고 수행하는 활동도 하였다.

우주 미션 그 협동의 세계로
어떤 우주 미션을 수행할 때에는 지상관제센타, 국제우주정거장, 우
주비행선과의 교신을 통한 협동 작업은 필수적이다. 우주왕복선이 지
구 밖에 비행했다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는 전체 미션을 실제 지상관
제센타, 우주정거장, 우주비행선의 내부 구조와 매우 흡사하게 꾸며놓
은 장소에서 수행하였다. 미리 제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1시간 반
에 걸친 미션 수행은 NASA의 수많은 연구인력 들의 협동과 열정을 간
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미션이 성공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
는 실제의 감동을 공유하기에 충분한 활동이었다.

뜻 깊은 졸업식
5일 동안의 다양한 활동을 마치고 마샬 우주센타의 리더와 전 세계
선생님들과 함께한 졸업식은 너무 뜻 깊었다. 모든 과정을 함께 성공적
으로 수행했다는 성취감은 우주과학이라는 거대한 미션과 함께 새롭게
빛났다.

올랜도 케네디 우주센타로... ...
폰 브라운의 열정이 담긴 헌츠빌을 뒤로하고 로컬 비행기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올랜도 케네디 우주센타로 우리는 향했다. 발사전문기
지인 이곳에서는 최종 우주선 조립작업과 관련된 기지와 관제센터, 수
많은 로켓 발사 기지들 그리고 헌츠빌 캠프에서 몸으로 체험했던 다양
한 우주과학 역사와 활동들을 체험 중심의 전시물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었다.
우주과학 어쩌면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아직 걸음마 단계
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2년 8월 미국 NASA에서 땀과 열정을
쏟았던 10명의 과학 선생님들 마음속에 지펴진 우주과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꿈이 하나의 큰 씨앗이 된다면 제2의 비약적인 과학기술 도약
을 맞이할 새로운 한국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 2013 NASA 캠프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1. NASA연수 1기 선생님들의 연수자료를 잘 보고 가시면 쉽게 연수에 참
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외국 선생님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두 같은 이상 같은 꿈을 꾸고 있
는 사람들 이므로 영어가 잘 되지 않아도 행동으로 느낌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엄청난 시차(약 14시간)에 적응하는 것은 원활한 연수 참여에 매우 필
수적입니다. 떠나기 2주전부터 하루에 1시간씩 미국 현지 시간의 생활
로 조금씩 바꿔 주세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연수 선정인원이 적을지라도 겁내지 마시고 꼭 도전하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강북중학교 교사 전종호
대한민국 최초! NASA에 첫발을 내딛다.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의 마음
이 이랬을까? 나 또한 대한민국
과학교사로서 선발되어 NASA
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 뭉
클했던 기억이 난다. 그 순간은
새로운 세상과의 소통이었으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순간
이다. 닐 암스트롱이 실제로 사용한 장갑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그가 꿈
꾸었던 우주를 생각해 보았다. 서로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진 듯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전 닐 암스트롱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
었다.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을 느끼면서...
먼저 이번 연수를 준비해주신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연수. 그래서 여운이 오래가는 연수.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자
각하고 고민하게 해준 멋진 연수였다.
NASA 연수는 우주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교사는 참!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기도 했던 것 같다.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스케
일과 그들이 가진 자부심. 쉽사리 접근할 수 없을 거라는 거리감마저
들기도 했다. 그저 동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다소 의기소침해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루빨리 우주 강국이 되어야겠다는
의무감마저 들기도 했다.
이번 기회를 내 교직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간접 경험을 시켜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DSLR 카메라와 캠코더를 가지고 열심히 찍고
촬영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자료가 사진 4,576장, 동영상 223개,
전체 용량만 28.8GB,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자료이다. 그만큼 한 장면
한 장면이 놓치기 싫고 아까웠다. 많은 자료만큼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
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지기도 한다.

Kennedy Space Center NASA

기지 내부에 걸려있는 플랜카드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We’re Behind You, Atlantis! 이 하나
의 문구가 NASA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듯 했다. 항상 뒤에서 든
든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 NASA 연수에 참가한 대한민국 교사 10명

의 공통된 의견이라 감히 생각해 보고 외쳐본다.

We’re Behind You, Students!

* 2013 NASA 캠프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1. 2012 NASA 캠프 연수생들이 제작한 e-book, 워크숍, 수업 자료 등 연
수 가시기 전에 반드시 정독하세요.
2. 연수 이전 영어 공부에 투자한 만큼 얻어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3. 함께 참여하는 외국 연수생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Tip!
- Facebook 활용(회원 가입 필수)
- 무조건 먼저 말을 건다.
- 외국 연수생들과 모둠 구성
4. 발자국 외에는 아무 것도 남기지 마시고, 추억 외에는 아무 것도 가져오
지 마세요!

한성과학고등학교 변태진
모든 스포츠를 즐겨하며 모험과 여행을 좋아하는 과학교사입니다. 나의 삶
과 나의 열정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습과 가치관을 지닌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ASA 연수가 내게 준 가르침
4월 초 NASA 연수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그 때부터 기대감에 휩싸여 한
동안 즐거워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
나 미리 NASA와 우주에 대한 공부, 영
어회화 준비를 마치고 출국해야지란 마
음가짐과 다르게 박사학위 논문과 학생
수시모집 진로 상담, 여러 애경사가 겹
치면서 출국 하루 전까지도 짐도 제대
로 쌓지 못한 체 일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덕분에 연수 초반에 시차
적응과 체력 저하로 꽤 고생하였다.
하지만 이번 NASA 연수는 나에게 있어 잊지 못할 광경을 선사하였
고, 훌륭하신 한국의 선배교사와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미국교사
들과 그룹 활동을 통해 많은 교훈을 주었다. 이번 연수에서 아마 평생
다시 한 번 가기 어려운 Alabama주의 작은 도시인 Huntsville을 방문
하였고, Space Camp 를 통해 미국교사들의 열의에 대해 감탄하였다.
그들은 Space Camp Program 에 참여하기 위해 미네소타에서, 워싱턴

에서, 콜로라도에서, 오하이오에서, 심지어 러시아에서 찾아왔다. 그들
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학 캠프에서 이미 여러 번 수행했을 물로켓 제
작이나 계란낙하 실험 등 활동 하나하나에 열과 성의 다해 참여하였다.
Space Camp에서의 일정은 무척이나 힘들었었다. Huntville에 있는
Space Camp에서 우리는 하루 평균 9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땐 몇 번이고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빈번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한국 교사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기
고 하고, 또 각자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니 Huntsville에
서의 5일은 나의 인생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되었고, 또
한 졸업식 때 flight suit를 입고 이름표를 바로 다는 이벤트는 개인적으
로도 뜻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팀 리더가 대원들을 한 사
람 한 사람씩 설명을 곁들여 소개할 때는 고마움과 감동이 밀려왔다.

Huntville에서 Space Camp

외에도 Orlando 에서의 문화체험과

Kennedy Space Center 방문은 또 한번 미국에 대한 나의 견문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수에서 느꼈던 점은 우주 강국이 하루아침
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분야에서 1 위를
하고 있고, 가전,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도 세계 수위에 랭크된 기술 강
국이다. 하지만 로켓을 만드는 것은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또
다른 차원(보다 높은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Huntsville Space Camp 에 전시되었던 Saturn V 로켓이나, Kennedy
Space Center에 있던 Atlantis호 실물을 보면서 로켓을 만들고 발사한

다는 것이 물리와 천문학, 화학의 융합적 기초과학의 기술 토대아래 첨
단 공학과 엄청난 기술과 인력 그리고 재원이 필요함을 몸소 느꼈다.

나는 이번 연수를 다녀온 후 수업을 들어가는 모든 반에 1시간의 시
간을 들여 나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나는 연수 사진과 동영상
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 너희들! 선생님의
흥분과 감동이 이어져 꼭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발전시키
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

* 2013 NASA 캠프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1. 미국에서 발사된 로켓과 우주 왕복선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TED, 우주와 관련된 다큐와 영화로 ‘ 영어 귀’를 조금 훈련하고 가시면
편합니다.
3. 수영복을 꼭 준비해 가세요.
4. 힘들어도 평생 기억에 남을 연수일겁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