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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Q. 이 프 로 그 램 은 어 떤 프 로 그 램 인 가 요 ?
제목

규칙성과 불규칙성

유형

첨단제품 활용형

세부

스마트폰 , 애플리케이션

요구환경

노래를 녹음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

재료구입

없음

난이도
활용 가능성

중하/간단한 앱 설치 및 활용
음악·과학 교과 중심으로 국어, 사회와 연계 가능
‘앱 (APP)을 활용한 소리 다큐 – Motive(DNA), 너는 어디서
왔니?’ 중학교 차시대체형 STEAM 프로그램입니다. 유전 현상을
스마트폰을 앱을 이용하여 뮤지컬 음악 또는 뮤직비디오로 제작하여

개발자 추천의 글

발표하는 STEAM 프로그램입니다. 완성체의 최소 단위인 Motive와
DNA의 공통적 특징인 ‘반복적인 전달’과 ‘반복의 모체’의 원리를
이용하여 바이오 아트를 설계하면서 자신의 유전 현상을 듣고 보고
이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활용안내
! 본 프 로 그램 은 교 사용 과 학생 용 교 재로 제 공됩 니다 .
! 교사용은 수업에 활용하시기 편리하게 차시별 학습 내용과 목표를 따로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차시
별 지도안 뒤에는 수업 보충설명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선생님께서 수업을 지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수업 지도안에 ☞Tip 을 제시하여 수업 적용 시 중요한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용은 단계적 모둠별 활동에 모두 참여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STEAM 활동 중 필수 활동은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3차시 수업의 최종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수업내용은 선생님께서 재구성·편집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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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 주제 개요
가족사진을 보면 자녀의 피부색, 머리카락, 눈매, 코, 입, 웃는 모습 등은 부모와 닮았다. 이는 부모
의 유전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 것으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DNA가 세포의 분열 과정에서 이를 복
제하여 자신의 유전 정보를 자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유전 현상
을 변주곡으로 듣고 보고 이해하도록 설계하였다. 변주곡에서 주제(Theme)/동기(Motive)는 부모의
유전형질처럼 각 변주에 변형, 반복되면서 곡 전체에 통일된 형질을 제공한다. 이처럼 Motive와
DNA는 완성체의 최소 단위로 ‘반복적인 전달’과 ‘반복의 모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Motive와 DNA의 사고적 융합인 바이오 아트(Bio Art)를 설계하면서 나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로
나타내고, 가족의 우성 형질 또는 나의 표현 형질을 음악적 Motive로 만들어 “DNA의 변주, 나를 완
성하다 ”라는 주제로 뮤지컬 또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본다. 추상적인 유전을 친숙한 스마트폰과 다양한
앱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유전형질에 대한 쉬운 이해와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자손 형질에 영향을 주는 유전 외의 요소로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
제들을 살펴보고, 간교과적으로 연계하여 미래 자손의 형질 변화를 예측하며, 감성적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유전 현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 변주곡을 이해하고 주제에 맞게 음악극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사회의 변동과 문제를 알고 유전과 연관 지어 글로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와 기능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변주곡을 듣고 주제와 변주를 구별할 수 있다
" 우리 가족의 유전형질 가계도를 작성하고 분석할 수 있다.
" 사회 변동에 따른 가족 구조와 자손의 유전형질 변화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 Motive와 DNA의 공통점을 이해하고 주제에 맞게 바이오 아트를 설계할 수 있다.
" 나의 유전형질을 탐색하여 예술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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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과 및 학습 준거
관련교과

과학, 기술가정,
음악, 국어, 사회

학교급

중학교 차시대체형

총차시

3차시

내용요소: 생식과 유전
과학

성취기준:
[9과21-05] 사람의 유전형질과 유전 연구 방법을 알고,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
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내용요소: 인간 발달과 가족, 기술 활용

기술
가정

성취기준:
[9기가05-09] 적정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정기술 체험 활
동을 통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고 평가한다.
내용요소: 음악의 표현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

성취기준:
[9음01-04]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

연계

내용요소: 쓰기

국어

성취기준:
[9국03-07]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9국03-08]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내용요소: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사회

성취기준:
[9사(일사)12-01] 사회 변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변동 양상과 문
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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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

□ 상황제시
- 모차르트 (W.A.Mozart) “Variations in C Major, K.265”를 감상하는데 계속
비슷하게 들리는 음악이 있다.
-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이 음악은 무엇일까? 여러 개의 짧은 곡들은 왜 서로 비슷할까?
- 변주곡의 Motive 처럼 우리 가족의 작은 닮은꼴부터 다양한 형질까지 찾아보고 특징적인
DNA 에 대해 글로 표현하기
- 우리 가족의 형질 중 우성과 열성 조사하기

□ 창의적 설계
- 감상적 체험을 위한 스마트폰 앱 탐구하기
- Mozart 변주곡을 듣고 나의 유전형질을 소재로 모티브 따라 만들기
- 모티브(Motive)와 DNA 이해하기
- 가족의 특정 형질 가계도 나타내기
- 생물학적 DNA, 염색체, 세포, 박테리아 등이 소재로 된 바이오 아트 감상하기(과제)
- 바이오 아트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작품 설계하기
- 나에게 발현되는 여러 형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손의 형질 예측하기
- 현대 사회 변동에 따른 자손의 형질 변화 상상하기

□ 감성적 체험
- 스마트폰 앱, 컴퓨터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둠별, 또는 학급별로 “DNA 변주,
나를 완성하다”를 주제로 뮤지컬, 뮤직비디오 등으로 제작하기
- 완성된 결과물을 발표하고 감상하기
- 친구들이 사용한 스마트폰 앱에 대하여 평가하고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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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계획

<평가기준 – 교사평가용>
○ 관찰 , Q&A, 프로젝트 수행 평가기준
평가분야

창의적
설계

평가
영역

상

평가 척도
중

하

지식정보
처리역량

유전 현상의
주요특징과 구성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 유전법칙을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음.

유전 현상에 대한
과학 원리를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유전
법칙을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점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유전 현상에 대한
과학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며,
유전법칙을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창의적
사고
역량

유전의 원리를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음.

유전의 원리를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제한적이나마 융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음.

유전의 원리를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함.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있으며 과제를 해결하려고
대체로 노력함.
새로운 내용을 대체로
배우고 싶어 하며 수업
참여도는 보통수준임.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과제해결을 위한
끈기가 부족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수업참여에도 소극적임.

친구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함.
모둠별로 주어진
도전과제를 항상 시간
내에 해결함.

친구들과 대체로 큰
갈등 없이 소통하고
협업함. 모둠별로
주어진 도전과제를
대체로 해결하는 편임.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업에 어려움이 있음.
모둠별로 주어진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교사 및 친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친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간혹 나타남.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친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자기
관리
역량

의사소통
과
공동체
역량
감성적
체험
심미적
감성
역량

- 7 -

<평가기준 – 동료/자기평가용>
○ 자기 /동료 프로젝트 수행 평가기준
평가
방법

자기
평가

동료
평가

평가
분야

감성적
체험
·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
창의적
설계

평가
영역

평가 기준

자기 관리
역량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모둠 활동에 참여하
였는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모둠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이바지했
다고 생각하는가?

창의적
사고역량

유전형질 및 유전법칙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
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지식정보
처리역량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
해 정밀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
이 이루어졌는가?

창의적
사고역량

유전형질 및 유전법칙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
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평가 척도
상

중

하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반 학생들과 모둠 수업 프로젝트로 진행된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를 제작하면서 유전형질 및 유전
법칙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였고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특징적 형질을 가계도로 명확하
게 나타내었음. 모둠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모둠원들과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My DNA” 제작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임. 좋은 작품을 위해 적절한 스마트폰 앱을 잘 사
용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을 반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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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 주제

닮은 꼴을 듣고 보다

닮은 꼴을 듣고 보다
․ 중학교 과학 - 생식과 유전

관련 교과

차시

1/3

STEA

․ 중학교 음악 - 음악의 표현

M 요소

․ 중학교 국어 - 쓰기
1. 변주곡을 듣고 주제와 변주를 구별할 수 있다.
수업 목표

2. Motive와 DNA의 공통점을 알 수 있다.
3. 나의 특징적 형질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가족 사진을 보면 서로 닮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유전 때문인데,

수업 의도

음악에서도 닮은 곡이 계속 이어지는 ‘변주곡’이 있다. 이처럼 닮은꼴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변주곡을 학습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비슷하게 변화되는 곡을 듣고, 악보와 이다희
작가의 그림을 보면서 부모님과 나의 닮은 유전형질을 상상하도록 지도합니다.

준비물

수업 단계
(시간)

학습 활동지, 필기도구, 스마트폰, 모차르트 변주곡, 밀리와

수업

마시아 이야기 동영상, 수업 PPT

장소

학습 내용

도입
(10분)

스마트기
기사용
가능 교실
학습자료
* 수업 PPT

- 모차르트
(W.A.Moza
1. 모차르트 (W.A.Mozart) “Variations in C Major, rt)
Variations
K.265”을 감상해 보자.
in C Major
(※주의 :
상황제시- 비슷한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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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USDpxZgy0I

https://youtu.be/MBdVXkSdhwU

- 하나의 곡인가? 아니면 짧은 여러 개의 곡인가?
Ⓐ 하나의 곡인데 중간에 짧게 끝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
는 느낌이지만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여러 개의 곡으로 들립니다. 4’:25“까지
BTS의 DNA를 들어보면 처음 시작에 나오는 휘파람 선율이 노래와 들려주세요)
반주에서 계속 나오지만 모차르트처럼 멈추는 느낌은 없습니다.
- 계속 반복되는 음악이 있는가? 반복된다면 그대로 반복되는가?
아니면 변형되는가?
Ⓐ 네, 계속 반복되는 음악이 있지만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로 비슷한 음악처럼 들리지만 묘하게 다릅니다. 마치 아빠와 내가
닮았지만 다른 것처럼 짧고 비슷한 느낌의 음악이 여러 곡 모여
있는거 같습니다.
♠ 참고; 모차르트 변주곡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여 시각화한 작품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 이다희 작
주제

변주곡 1

변주곡 5

변주곡 8

(제공: 오픈갤러리)
전개
(30분)

◉ 문제 이해하기: 모둠별 활동 수업
# 모차르트 변주곡을 듣고 Motive 와 DNA 이해하기
1. 변주곡이란?
답안) 하나의 주제(Theme)를 변화시켜 반복하는 작곡기법으로 곡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추구한다.
2. Motive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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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음악적 성격이나 특징을 갖는 최소 단위의 연속된 음(조직)이다.
하나의 곡에서 자주 반복되고 변형되어 등장하기도 한다. 곡의
통일성을 위해 Motive 는 아주 중요하다.
3. 유전형이란?
답안) 세포, 생물 , 개체 등에서 발현되는 유전적 특성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종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형질이다.
4. DNA 란?
답안) 부모의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자의 본체이다.
☞Tip 과학 교과 수업 ‘생식과 유전’ 단원을 학습했다면 유전형과
DNA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아래의 Motive와 DNA 연관성만 설명
합니다.
# 왜 Motive 와 DNA 인가?
Motive - 곡에서 전개되는 Motive 는 주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주
제와 Motive 를 분석해 보면 변주곡의 여러 형태와 앞으로 발전 가능
한 변주 형태도 예측할 수 있다.
DNA -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부모로부
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으로 부모의 형질을 보면 자녀의 유
전자형을 알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유전형질도 예측할
수 있다.
※ Motive 와 DNA 는 ‘반복적인 전달’과 ‘반복의 모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변주곡의 주제와 변주의 닮은꼴은 작곡가에 의
해 결정되지만, 사람들은 부모의 유전적 구성에 따라 형질의 차이가 나
타난다.
◉ 문제 확장하기
1. 변주곡의 Motive 학습하기: 모차르트, Variations in C
Major, K.265 중심으로
- Motive는 음악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음악적 특징을 갖고 있
으며, 계속 변형·발전하여 나타나므로 음악 전개의 핵심이 된다.
- Motive의 변주유형과 변화
- 이 변주곡에서는 형식, 화성, 선율의 3요소가 고정되어 변주된
선율 변주로 되어있어 각 변주가 비슷하지만 다르다.
☞Tip 나의 유전형질을 소재로 음악을 만들기 위해 변주곡을 학습합
니다. 하나의 주제에 비슷하게 변화되는 곡을 듣고, 악보와 이다희 작
가의 그림을 보면서 부모님과 나의 닮은 유전형질을 상상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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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
utu.be/NU
SDpxZgy0I
(4’:25“ 까지
들려주세요)

합니다.
2. 나의 유전형질 탐구하기
: 우리 집안에 유지되고 있는 유전형질은? (예. 평발, 곱슬머리)
- DNA는 생물의 유전 정보의 매개체로 스스로 복제·결합이 가능
하다.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주어 많은 세대가 지나도 한 개체의 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나의 특정 형질의 유전 경로를 추적하여 특정 유전자의 분포와
유전방식을 알아본다.
☞Tip 완성체의 최소 단위인 Motive와 DNA의 공통점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활동에 혼란이 없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① 나의 유전형질 중 평발은 음악의 Motive와 같다.
② 변주곡 주제의 여러 Motive가 있듯이 우리 가족의 여러 유전형
질 중 하나가 평발이다.
③ Motive가 변주곡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듯이 평발은
우리 가계도에서 우성으로 여러 대에 걸쳐 계속 나타나고 있다
활동 1. 나의 특정 유전형질 찾고 다양하게 글로
표현하기
- 가족과 비슷하지만 다른 내 모습 묘사하기
- 가족의 특징적 유전형질을 글로 표현하기
☞ 활동 Tip 우리 가족의 형질 중 1개를 선택하여 글로 재미있게 표
현하여 뮤지컬이나 뮤직비디오의 극본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합니다. 학
급에 신체장애 학생이 있을 경우 외모보다는 내적인 닮은꼴을 찾아 활
동합니다.
활동 2. Mozart 변주곡 중 일부를 Motive 삼아 나의 특
정 형질 표현하기
☞ 활동 Tip
· 각 모둠원의 표현 형질을 정하고 특징에 맞는 음악 장르를 선택한다.
(예시) 외꺼풀 눈은 국악 버전의(5음 음계로 이루어진) Motive로
만들기
· Hum On 앱을 실행하여 Mozart의 한 부분을 따라 부른다.
· 생성된 Motive를 앱에 있는 다양한 반주와 장르로 변주하고 저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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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On

수업 정리하기

정리
(5분)

Motive와 DNA는 어떻게 닮았는가?
1. Motive는 음악을 이루는 최소 단위이고 다른 모티브와 결
합하고 변주하여 음악을 이룬다.
2. DNA는 부모의 유전을 전달하는 유전자 본체로서 자체적으
로 복제·결합이 가능하다.
3. 이 둘은 완성체의 최소 단위라는 점이 닮았고 ‘반복적인 전
달’과 ’반복의 모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4. 다음 시간까지 사용할 앱 설치 완료하고 탐구해오기
5. 가족사진 또는 가족의 닮은 부분 찍고 사진 프린트 해오기

ZaZa

H umOn

WalkBand

Beat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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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Video

◆ 과제 및
준비물 안내:
① 2차시
수업에
사용할 앱
설치하기
② 가족사진
또는
닮은꼴
부분 사진 꼭!
갖고 오기

닮은꼴을 듣고 보다
도입
# 모차르트 (W.A.Mozart) “Variations in C Major, K.265”
모차르트가 1778 년에 작곡한 피아노곡으로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사랑의 노래 ‘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의 변주곡이다. 이 곡 이후 사랑의 노래였던 이 선율은 동요 ‘작은 별’로 유명해졌고 ‘작은 별
변주곡 ’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작은 별이라는 제목은 모차르트 사후에 지어진 것이다. 프랑스 민요, 사
랑의 노래 선율 주제와 12개의 변주로 구성된 C장조의 피아노곡이다

◉ 문제 이해하기:
상황제시 속 문제 이해하기
모차르트 변주곡
각 변주는 주제와 닮았는가?
비슷하다
변주마다 주제와 비슷하거나 다른 것에 어떤 규칙이 있는가?
모차르트의 변주곡은 가장 일반적 유형의 선율 변주가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 선율 변주는 형식, 화성,
선율의 3요소가 모두 고정된 변주 방식이지만, 변주마다 독창적인 특징이 있어 하나의 독립적인 곡 같다.

전개
# Motive와 DNA
Motive와 DNA
공통점
" Motive 는 음악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다른 점
" 변주곡은 악보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

" DNA 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닮아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다양하게

핵이다.
" 계속 반복하여 전달된다

변주할 수 있다.
" 사람은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도 적으며 임의적인
교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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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주곡이란?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Theme)를 변화시켜 반복하는 작곡기법으로 곡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추구한다. 곡이
진행될수록 주제(Theme)/동기(Motive)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원형과 다르고, 변주의 강도는 자유지만 주제와의
연결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주제가 심하게 변주되어 원형과 다른 독립적인 성격이나 분위기 중에도 원형과의
관련성은 어떤 형태로든 내포하고 있다. 주제와 각각의 변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음악이 된다. 변주할 수
있는 요소로는 선율, 조, 빠르기, 박자, 화성, 형식, 선율, 리듬, 반주패턴, 짜임새, 음역, 다이내믹,
악기편성 등이다.
2. 모티브(Motive)
음악의 악곡 형성에 있어서 가장 작은 구조 단위로 멜로디 ·리듬 ·화성 등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며, 악곡 전개의
핵(核)이 된다. 모티브는 악곡 중에서 다른 음악적 요소와 연결하여 곡 전체에 등장한다. 곡은 모티브의 반복 ·모
방 ·대비 ·변화 등의 구성과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 베토벤 교향곡 5번 주요 모티브>

3. DNA는 핵산의 일종으로 유전자의 본체이다 .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로 주로 장기간에
걸친 정보를 저장한다 . 생물에 많은 종류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은 DNA의 종류가 무수히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DNA는 자기 복제라는 독특한 능력이 있어 생장을 위한 체세포 분열을 하거나 번
식을 위한 유전자를 만들더라도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4. 유전형은 세포, 생물, 개체 등에서 발현되는 유전적 특성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종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형질이다 . 반대로 발현 형질은 생물체의 발생과 성장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특징으로 유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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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확장하기
1. 변주곡 주제․Motive 학습하기
모차르트 변주곡의 주제와 변주유형
주제 (마디 1-8)

변주 I (마디 1-8): 선율 변주

변주 V (마디 1-8): 주제의 리듬 변주

변주 VIII (마디 1-8): 대위적(모방) 변주

위의 모차르트 변주곡에서 하나의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통일감은 있으나 변주 형태는
선율, 리듬, 대위적 변주 등의 규칙으로 나타난다.
2. 나의 유전형 탐구하기
① 사람의 여러 가지 유전형질을 조사해보고 나의 특정 형질의 유전 양상을 알아본다.
② 형질: 생김새, 모양, 색 등과 같이 생물이 가진 각각의 특성으로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
(예. 머리카락, 귓불, 혈액형, 혀말기, 보조개, 눈꺼풀, 머리카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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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전: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가족끼리는 왜 닮는 것일까?
부모와 자손 또는 형제와 자매는 얼굴 생김새와 눈, 코, 입의 모양. 피부색, 머리카락 색 등이 닮는데 이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유전자가 전달되어 발현되면서 같은 생김새의 형질을 만든다.
④ 나의 다양한 표현형의 유전 현상을 조사하여 특정 유전형질을 알아본다.
형질

우성

열성

머리카락

곱슬머리

생머리

귓불

분리

부착

혀말기

가능

불가능

눈꺼풀

쌍꺼풀

외꺼풀

콧대

높음

낮음

주근깨

있음

없음

보조개

있음

없음

손잡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마의 머리선

곡선

직선

(출처 : 에듀넷 ·티-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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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수업 정리하기
Motive와 DNA 공통점 설명하기
차시예고: 다음 수업을 위해 앱 설치를 완료합시다.
※ 앱 설명 – 모든 앱은 익숙한 다른 앱으로 대체 가능함

HumOn

ZaZa BeatBox

WalkBand

App
" 각각의

" 허밍을 녹음하면 음악으

택하여 변경 가능

" 음악을 직접 만드는 앱

하고, 소리를 융합할 수

" 다양한 악기 설정 가능
함
" 타악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음

튜토리얼

있음
" 다양한 소리를 음악으로
편집 가능한 앱입니다.

"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음

노래를

녹음하고, 소리를 반복

로 완성됨
" 다양한 음악 장르로 선

트랙에

VivaVideo

추가

( 학생들이 익숙한 오디오
편집 앱으로 대체 가능

" 영상

자르기,

기, 특수효과 및 장면전
환, 필터, 자막 등의 편
집이 가능함

합니다)

-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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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

빨리 감기, 느리게 감

-

2차시

수업 주제

DNA 너는 어디서 어떻게 왔니?

DNA 너는 어디서 어떻게 왔니?

차시

2/3

․ 중학교 과학 – 생식과 유전
관련 교과

․ 중학교 기술 - 인간 발달과 가족
․ 중학교 음악 - 음악의 표현

STEAM
요소

․ 중학교 사회 –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1. 유전형질을 가계도로 나타낼 수 있다.
수업 목표

2. 사회 변동 및 문제가 자손의 유전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3. 나의 유전형질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My DNA”로 설계할 수 있다.
나의 유전형질을 찾고 자유롭게 연상되는 노래를 흥얼거려 본다. 새로운 멜로디도 좋고

수업 의도

기존의 K-POP도 좋다. 이러한 음악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악보화하여 저장하고,
다양한 악기 소리로 들어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전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준비물

학습 활동지, 필기도구, 제시한 앱 설치한 스마트폰,

수업

스마트기기사

가족사진 또는 닮은꼴 부분 사진, 수업 PPT

장소

용 가능 교실

수업 단계
(시간)

학습 내용
◉ 문제 들여다보기
: 한 모둠별 3~4명이 되도록 자리 배치합니다

학습자료
* 수업 PPT
♠ 닮은꼴 영상

상황제시- 모둠 활동
도입
(10분)

1. 닮아도 너무 닮았네
: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유전되어 나타남
2. 유전 탐구하기: 가족의 유전형질 보기
https://www.
: 위의 사진을 보고 가족끼리 닮은꼴 나누기
youtube.com
※ 재혼 가정, 신체 장애 학생 등의 민감한 유전정보로 인해 불편한 /watch?v=m
학생이 있을 수 있음으로 유전과정을 유쾌하게 풀거나 외형적인 유전 uX3GMc1vcM
뿐 아니라 내적인 형질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활동 1. 우리 가족의 닮은꼴 시진도 만들고 유전형질 눈으
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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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교재
9p

- 가족끼리 가장 많이 닮은 부분 찾기
(예, 아빠와 나의 눈, 엄마와 나의 둘째 발가락의 길이)
- 모둠원의 사진을 보면서 형질의 우성과 열성 생각하기
☞Tip 변주곡은 모티브가 계속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듣고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가족의 유전형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도를 만
들어 가족의 닮은꼴이 유전임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 가족사진
또는 가족과
닮은 부분 사진
프린트는 과제로
준비하도록
미리
안내합니다.

◉ 문제 구조화하기 - 모둠별 활동 수업
A. 유전 탐구하기
1. 유전형질 들여다보기
- 나의 특정 형질 가계도 나타내기
- 모둠원의 형질들 조사하기
- 가계도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 우열성 표시하기

※ 수업 중 모
든 내용은 선생
님께서 선택하여
수업시간 내 진
행하실 수 있습
니다

전개
(30분)

선택 활동 1. 특정 형질에 대한 나의 가계도 나타내기

* 학생용 교재
10p

- 자손의 표현형이 나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기
자손의 표현형은 나의 배우자의 생식세포가 임의로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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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새로운 유전자 조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나 또는 배
우자의 유전자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현형도 다르다.
※ 가계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① 우성, 열성 형질 구분
② 자손의 형질 중 특정 형질의 확률 예상
※ 음악선생님이 지도하실 경우 이 활동은 생략하셔도 상관없습
니다. 단, 마지막 작품을 위해 가족의 닮은꼴에 대하여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합니다.
☞Tip 사람의 유전을 이해하여 나의 유전형질을 소재로 스마트폰 앱
을 사용하여 Motive를 만들고, 모둠원의 Motive를 조합하여 뮤직비
디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추상적이고 어려웠던 유전을 쉽게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2. 사회 변동 및 사회 문제와 자손 DNA의 발현 형질
- 자손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 변동 및 사회 문제와 상호작용하여 나
타나는 발현 형질에 대해 예상하기
- 세계 사회의 변화
- 한국 사회의 변동과 문제 (다문화 가족 증가, 출산율 급감)
☞Tip ‘My DNA’ 설계를 위하여 자손의 형질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찾도록 지도합니다.
B. 문제 해결을 위한 작품 설계하기
- 생명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 BioArt
: 살아있는 생명을 예술로 만든 과학기술의 응용 예술
- DNA를 예술적 소재로 사용한 작품을 감상하고 DNA의 변형
(Variations)을 상상하여 음악의 변주곡처럼 표현하기.
선택 활동 2. DNA를 변주곡의 Motive처럼…….
‘My DNA’ 설계하기
- 가계도로 확인한 특정 형질에 맞게 “My DNA” 만들기
- 만든 “My DNA”를 HumOn 앱에서 자유롭게 변형시키기
- 여러 버전의 “My DNA” 만들어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 활동 Tip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를 변화시키며 반복함으로써 여러
개의 곡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며 나타난다, 이러한 변주곡의 특
징을 살려‘My DNA’를 설계하도록 지도합니다. HumOn 앱은 허밍
으로 부르는 소리를 음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자동
변주도 가능한 앱입니다. 1차시에 글로 쓴 ‘나의 특정 형질에 대하여’
라는 주제에 맞게 음악을 만들고 가능한 많은 변주를 하도록 지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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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교재
p.10-11

니다.

수업 정리하기

정리
(5분)

1. 유전형질을 가계도로 나타내고 분석을 통해 가계의 우열과
자손의 형질을 예측하여 ‘My DNA’를 음악으로 표현합니 교사 평가 관찰, Q&A,
다.
토론
2.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가 자손의 형질에 영향을 준다.
차시예고 : 모둠별로 녹음한 ‘My DNA’를 편집하여 ‘DNA 변
주 , 나를 완성하다’를 뮤직비디오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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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너는 어디서 어떻게 왔니?
도입
자녀가 부모를 닮는 이유.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는 물질인 DNA는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로 그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
지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DNA는 정자와 난자를 통해 자식에게 전해지므로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닮는다. 참고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같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므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다.

전개
A. 유전 탐구하기

1. 유전형질 들여다보기
- 가계도 조사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가계에서 형질이 유전되는 방법을 알아보는 도표를 가계도라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가
족 구성원에 관한 형질 정보와 구성원 간의 관계를 도표로 기록한 것이다. 수평은 결혼 관계를. 수직은 부모 자식
관계를 나타낸다.
한 집안의 여러 세대에 걸친 특정 형질의 유전 경로를 알 수 있으며 자손에게 나타날 특정 형질의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가계도의 활용으로 가족력 질환을 파악해 보자. 가족력 가계도를 통해 질환이나 생활습관 등을 공유하고 예상되는
가족력을 예방하고 문제가 있는 생활습관은 바꾸도록 한다. 우리 가족의 현재 질환을 파악하여 온 가족이 함께 가
족력을 공유하므로 맞춤형 건강 정보를 공유하여 건강을 위한 행동을 함께 실천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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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특정 형질에 대한 나의 가계도 나타내기(예시 : 쌍꺼풀에 대한 가계도 )

# 쌍꺼풀 가계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우리 아빠의 쌍꺼풀 유전형은 Aa로 잡종이다 .
② 나의 쌍꺼풀 유전형도 잡종이다.
③ 쌍까풀을 가진 부모에게서 외꺼풀이 나왔으므로 외꺼풀이 열성이다 .

2. 사회 변동 및 문제와 자손 DNA의 발현 형질

# 사회 변동이란?
일정한 기간 내의 인구 규모나 구성, 상호작용, 사회 제도, 문화 등이 변화하는 것이다. 내재적 요인으로는 인구,
기술, 가치관, 자연환경 등이 있고 외재적 요인으로는 문화 전파가 있다. 현대사회 변동 양상 중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가 있다.
① 산업화
- 공장이 생기면서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핵가족화 되었다.
- 빈부격차,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
- 노인 부양 문제,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소외감이 증가 되었다.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② 정보화
- 생활이 편리해졌다.
- 정보 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의 교류가 증가하였다.
- 여가와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 사생활 침해와 왜곡된 정보로 가치관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③ 세계화
- 세계화는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 단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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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문제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지적하는 사회 현상과 원인이 사회에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을 말한
다. 예를 들면, 개발과 환경 보존의 선택 문제, 노인 부양 문제 등이 있다.

# 자손의 표현형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 변동 및 사회 문제
-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족 증가

(출처: 에듀넷· 티- 클리어)

잠깐!

우리나라 최초로 다문화 가족을 이룬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야국 김수로 왕으로 인도의 공주와 결혼하여 1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 함께 모여 새로운 가족의 “재혼 가족”

(출처: 에듀넷· 티- 클리어)

- 저출산, 고령화 등의 변화
- 가족 가치관 변화 (가부장제, 양성평등 , 결혼 ·출산의 선택, 이혼·재혼에 대한 사고변화 )
- 가족 역할의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남녀 공동의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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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 DNA’ 설계를 위한 제안
주변에 다문화 가정과 인터뷰하여 만나게 된 계기를 사회 변동과 (산업화 , 정보화, 세계화) 연
관 지어 보고,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다름을 이해하여 작품 설계에 도움 되도록 한다.

B. 문제 해결을 위한 작품 설계하기
1. 생명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 Bio Art
① 8가지 색상의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박테리아로 제작된 작품

(출처: Wikipedia)

② 유전자 변형 예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65500&memberNo=37685217&vType=V
ERTICAL

2. DNA 소재의 바이오 아트 감상하기
- DNA를 예술적 소재로 사용하였던 작품들을 감상하고 DNA의 변형 (Variations)을 상상하여 영상과 함께
음악의 변주곡처럼 표현함.
① DNA Variations Voll – Dance of The Giant Manta Ray by Stuart
Mitchell

https://youtu.be/AsVz6skqFVw

② DNA by BTS: 곡 시작에 휘파람의 ‘DNA’ 모티브가 곡 전체에서 계속 변형, 숨겨져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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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BdVXkSdhwU

③ DNA Variations Vlm 3 - The Sky 2012 - by Stuart Mitchell

https://youtu.be/6MPkaBdEDg4

④ Your DNA Song

https://youtu.be/g7C_QZKjJI4

활동 3. DNA를 변주곡의 Motive처럼……. ‘나의 DNA’ 설계하기
①

활동 2에서 만든 나의 특정 형질을 소재로 “My DNA” 구상하기

활동 1과

② “My DNA”를 HumOn 앱을 실행하고 허밍으로 불러 녹음하기
③ 녹음된 “My DNA”를 앱에 있는 여러 버전으로 실행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한 제안
자손의 형질을 예측하여 “My DNA”를 설계하고 HumOn 앱에서 변주해 본다.
<표현 형질; 외꺼풀, AB형, 보조개>
(예시) 외꺼풀 눈 표현을 위해 국악 음계나 국악기로 설계하고,
보조개 표현을 위해서는 경쾌한 리듬의 드럼을,
AB형 혈액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조되는 강약을 사용하여 “My DNA”를 설계하고 변주한다.

정리
수업 정리하기
- 유전형질을 가계도로 나타내고 분석을 통해 가계의 우열과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
있으며 ,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가 자손의 형질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 차시예고: 모둠별로 녹음한 ‘My DNA’를 뮤직비디오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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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 명경재의 DNA세계 ] 부모와 자녀가 붕어빵인 이유 (서울신문 2018-01-30)
“따님이 엄마와 너무 닮았네요.” “어디 가셔도 형제분이라는 걸 바로 알겠어요.” “아들이 아빠 붕어빵
이야.”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은 얼굴 생김새부터 키,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상당히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오래전부터 유전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부모, 자녀, 형제자매 간에 공유하는 유전적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이제는 이 유전 정보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의 게놈을 구
성하는 DNA에 있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 , 자녀, 형제자매 간이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양쪽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 정보의
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조합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작 (機作)으로 DNA 일부가 이리저리 위치를 옮기는 현상이 있다. 유
전 정보를 지닌 DNA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DNA 일부가 이리저리 위치
를 옮긴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20세기 중반 미국의 유
전학자 바버라 매클린톡 박사가 처음 발견했다. 매클린톡 박사는 옥수수 색깔의 변화가 DNA 일부가
위치를 바꾸는 현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198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DNA 일부는 이리저리 위치를 옮기는데 이런 DNA를 점핑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런 점핑 유전자가 인
간 게놈 프로젝트를 마친 뒤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DNA 중 점핑 유전자
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DNA는 유전 정보이니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
될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 우리의 유전 정보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점핑 유전자 중에 많은 경우는 게놈상에서 움직이는 능력을
잊어버려서 실제로는 아주 작은 숫자들 정도만 위치를 옮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점핑 유전자의 움직임으로 생명체는 진화할 가능성을 열어 놓지만 과도하거나 잘못된 위치로 움직이는
점핑 유전자는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질병, 진화, 그리고 노화까지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최근 점핑 유전자가 움직이는 메커니즘과 세포 내 작용을 알아내려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1일 점핑 유전자의 움직임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생체 내의 단백질에 대한 첫 청사진과 관련한
논문이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DNA 복제와 손상 복
구 단백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DNA 복제와 손상 복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관
심사였고 수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분야이기도 하다. 필자도 관련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28 -

이번에 발표된 논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마도 생명체 내의 세포는 점핑 유전자가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조절을 통해 질병과 노화를 막고, 진화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좀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면 점핑 유전자를 이용한 게놈의 변
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최근 DNA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려
면 너무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DNA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 하지만 현
재의 기술로는 DNA에 저장된 정보를 편집할 수 없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오늘 이야기한 점핑 유
전자의 효과적 조절과 최근 들어 활발하게 연구되는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 DNA에 저장
하려는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를 수정하듯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2018-01-30 29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30029004#csidx3f3f751da7
0fce886c1ae5fc53bbd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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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수업 주제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 중학교 과학 – 생식과 유전

관련 교과

․ 중학교 기술 - 기술 활용
․ 중학교 음악 - 음악의 표현

차시

3/3

STEAM
요소

1. 나의 형질을 표현하는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를 주제로 뮤지컬 또는
수업 목표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다.
2. 모둠별 사용한 스마트폰 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작품 발표와 감상을 통해 성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
1, 2차시 활동을 통합하여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주제로 뮤지컬 음악 또는 뮤

수업 의도

직비디오 제작합니다. 나의 유전형질을 소재로 다양한 앱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므로 서로 이해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미리 제시된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수

수업

업 PPT

장소

수업 단계

학습 내용

(시간)
도입-감상
(5분)

교실

학습자료

♠ 뮤직비디오 설계하기
감상: 뮤직비디오 캐논 변주곡 가야금, Dj, B Boy, 비트박스
* 수업 PPT
* 학생용
교재
p.18-19

https://youtu.be/SYun8iDG8wU

전개
감성적 체험

☞Tip 가야금의 선율이 변주될 때마다 변화되는 비트박스와 춤에 집중
하여 감상합니다.

(35분)
활동 1. 2차시 수업에 완성한 “My DNA” 및 다양한
버전(변주)을 사용하여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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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계획서 작성하기
- 1차시 나의 유전형질을 표현한 글을 뮤직비디오의 극본으로 사용할
것
- WalkBand 앱 , ZaZa BeatBox 앱을 사용하여 배경 소
리 만들기
- 가계도에 나타난 형질의 우열성을 참고하여 작품 완성하기
☞ 활동 Tip 1차시 활동2와 2차시 활동3에서 제작한 모둠원의 모든
결과물을 WalkBand 앱 , ZaZa BeatBox 앱을 사용하여
음향을 합성·편집하는 활동입니다. 제시된 앱 외에 학생이
익숙한 앱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작품 발표시 사용한 앱은

VivaVideo

반드시 명시하도록 지도합니다.
활동 2.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작품을 위한 배
경 영상 제작하기
- 영상제작 계획서 작성하기
- 가족의 닮은꼴 사진, 가족사진 활용하기 (사진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림이나 좋아하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 준비해온 사진을 다양하게 변형하기(색, 음양대비, 확대 및 축소

(뮤직비디오
제작 시 사용)
동영상, 사진
파일 인터넷
자료 참고

등)
- VivaVideo 앱을 사용하여 사회의 변동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영
상, 미래 자손의 형질 변화를 표현하는 뮤직비디오 제작하기
☞ 활동 Tip 영상제작 시간이 부족할 시 1차시 활동1의 사진도와 나의
최애캐 앱을 실행하여 캐릭터를 만들어 활용합니다.
정리
(5분)

활동 3.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작품 발표
하고 평가하기
- 특정 형질이 잘 표현되었는가?
- 여러 앱을 적절히 잘 사용하였는가?
- 열성과 우성의 개념, 부모의 유전형질을 잘 이해하고 나타내었는가?
- 작품의 예술성은 어떠한가?
☞Tip 앱 사용 설명은 1차시 교사용 교재 참고.
3차시 수업을 반별 프로젝트로 진행할 시 뮤지컬로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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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동료/자
기평가 프로젝트 제작
및 발표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1. 바이오 아트란?
살아있는 생물과 예술적인 상상력이 결합한 바이오아트는 예술가가 과학을 연구하고, 과학자가 예술 활
동을 하는 연구실 속의 예술이다. 기존의 예술이 다루지 않았던 과학 분야의 대상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작품을 주로 한다 . 바이오아트의 선구자 뉴욕시각예술학교 수잔 앵커(Suzanne Anker)교수는 “예술
가는 비유를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데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유도 할 수 없으므로 과학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실천하고 있다. (대전일보 2018-07-16 생명의 근원적 아름
다움 탐구하는 바이오아트 선구자)
2. 나도 바이오 아티스트
3차시 활동에서는 사람의 유전형질을 모티브로 하는 변주곡을 뮤직비디오로 만드는 바이오 아트적 체
험이다 . 가족의 형질을 조사하고, 사회 변화와 문제로 변화되는 자손의 형질을 글로 쓰고 스마트폰 앱
을 활용하여 음악으로 표현해 보자.
활동 1. 2차시 수업에 완성한 “My DNA” 및 다양한 버전(변주)을 사용하여 완성하기
“My DNA” 모티브
우리 모둠의 “My DNA” 작품 계획서
1. 제목 : “둘째 발가락”
2. 아티스트: 1조 아티스트
3. 사운드 소재: HumOn 앱 속의 발라드
4. 사용한 앱: 험온, 비트박스, 워크밴드 앱, 나의최애캐

5. 작품 해설:
(예시) 엄마와 나의 유일한 닮은꼴은 둘째 발가락 길이다. 기분 좋은 날에는 엄마랑 나란히 앉아 발가락 춤을
춘다. 어정쩡한 발가락의 움직임이 우스꽝스러워 이번 작품의 주제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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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작품을 위한 영상 제작하기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프로젝트를 위한 영상제작
우리 모둠의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영상제작 계획서
1. 제목: “둘째 발가락”
2. 아티스트: 1조 아티스트
3. 영상 소재: 엄마와 나의 발가락 사진, 인터넷 영상, 모둠원의 춤 동영상
4. 사용한 앱: 비바비디오

5. 영상 배열 순서:
① 다양한 발가락 사진을 화면 가득 보여준다.
② 다양한 발가락 사진 중 가족의 발가락 사진만 남긴다.
③ 가족 발가락 사진 중 엄마와 나의 발가락 사진만 크게 확대한다.
④ 발가락의 움직임을 보여주다 춤추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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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부 잘하고 예쁜 ‘엄친딸’의 비밀
<KIS TI의 과학 향기> 제1049 호

수란이 엄마, 수영은 아이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일일 교사 특강이 있는 날인데 담임선생님이 참석해달래서 빠
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오늘 일일 교사가 고교동창 김미란이기 때문이다. 미란은 고교 시
절 수영이 한결같이 질투했던 대상이었다. 두 번이나 같은 반이었던 미란은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고 얼굴도 예뻐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다.
하지만 과거지사에 연연해 여태 미란에 대한 질투심이 남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질투의 대상은 미란의 딸 현아
였다. 학부모 간담회에서 한 학부형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아를 쭉 지켜봤는데, 엄마를 닮아 예쁘고 똑똑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영은 아직 현아를 본 적이 없었다. 학교에 들어서며 내심 현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아니나 다를까 교실
로 들어서니 현아의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8 등신 몸매의 아가씨 하나가 함빡 웃으며 참
석한 학부모들을 맞고 있었다. 성격은 또 어찌나 밝고 쾌활한지! 게다가 엄마를 닮아 뽀얀 피부까지 가졌다. 소
위 말하는 ‘ 엄친딸’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수란이는 어떤가? 현아보다 키가 족히 10cm 는 작아 제일 앞줄에 앉았고, 눈이 나빠 안경까지 썼다. 꾀
안부리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편인데도 성적은 반에서 겨우 10등 정도였다. 책상에만 앉아 있어
서인지 엉덩이와 허벅지살이 늘어 다이어트를 해야 할 지경이었다. 교실에 앉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는 수영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수영은 현아를 알고부터 수란의 공부를 더 다그쳤지만 수란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기만 했다. 최근 이런 수영의
마음을 더욱 옥죄는 말이 있었다.
“애들은 자기가 알아 커야지, 어른이 너무 간섭하면 안 되지 않을까?”
동창회 때 미란이가 했던 말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는 소린데, 정말 그 잘난 유
전자는 운명인가 싶어 울화가 치밀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휩싸여 있던 순간, 미란의 ‘우리 아이 튼튼하게 키우는
법’이라는 강의가 시작됐다.
“저기 앉은 제 아이 이야기부터 할까요? 사람들이 가끔 부러워들 해요, 어쩜 딸이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하고요. 지금은 반에서 제일 크지만 사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중간축에도
못 들 정도로 작았거든요. 아이 키로 고민하던 중에 아이 건강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키 얘기를 하던 미란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환자들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계속했다.
“요즘 제 병원에도 아이 키가 잘 자라지 않아 데려오는 분이 많아요. 그럼 저는 맨 먼저 아이들이 대충 몇 시에
자는지 물어봐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키를 자라게 하는 성장호르몬은 일찍 자야 더 활성화돼요. 우리 몸에는 수
면을 좌우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아침 햇빛을 보고 생체활동을 시작한 지 14~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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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나면 마치 타이머를 맞춰놓은 것처럼 알람이 울리거든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서서히 잠이 오는데, 이렇
게 잠이 들고 한 시간쯤 지나면 우리 몸에 성장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성장호르몬은 면역력이나 근육을 튼튼
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호르몬이겠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를 표했다.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성장호르몬은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많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잘 자야 키도 크고 더 튼튼해지는
거죠. 하지만 어떤 엄마들은 애들이 잘 거 다 자면 언제 공부하느냐며 묻곤 해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충분히 잔 사람들이 밤새워 공부한 사람들보다 기억력도 훨씬 좋고 시험성적도 우수하다고
해요. 잠자는 동안 우리 뇌가 낮 동안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하나씩 다시 기억시키기 때문이죠.”
미란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영은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난 몇 년 동안 잠도 재우지도 않고 억지로
공부시킨 것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10시쯤 잠드는 우리 아이는 아침 6시가 되면 스스로 일어나요. 그럼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챙겨주는
게 있죠. 바로 아침밥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 아침밥을 꼭 먹게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뇌의 에너지
인 혈당은 밥과 같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는데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뇌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렐린은 배고픔을 알려 밥을 먹게 하고, 렙틴은 배부름을
알려 밥을 그만 먹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두 호르몬은 규칙적인 걸 무척 좋아해요. 만약 아침을 거르면 몸이 배
고픈 위기상황으로 인지해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들을 죄다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죠. 그러니 하루 음식섭취량이
똑같은 두 사람일지라도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사람에 비해, 한꺼번에 많이 먹는 사람은 비만이 되는 거예요. 활
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살이 되니 당연히 기운도 없겠죠.”
수영은 또 아차 싶었다. 수란은 밤늦게 자니 당연히 늦잠을 잤고,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등교
하니 아침밥은 고사하고 지각 안 하는 것도 다행이었다. 지난 1년 넘게 수란이가 아침밥을 먹고 등교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수영은 다시 현아를 쳐다보았다. 현아가 키가 크고 유달리 활기찬 이유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긴 터널의 탈출구
가 보였다. 그동안 서로가 못 할 짓을 하며 딸 수란이도 본인도 너무 힘들고 지쳤다. 일찍 잠을 재우고, 아침밥
을 먹이는 게 해결책이라니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마음에 막혔던 앙금이 싹 사라지자 강의하는
미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강의가 끝나자 수영이 먼저 종종걸음으로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미란에게 손을
내밀었다.
글 : 박민수 ND케어클리닉 가정의학전문의
http://scent.ndsl.kr/site/main/archive/article/공부- 잘하고- 예쁜- 엄친딸의-비밀?cp= 3&sv= 유전&p
ageSize=8&sortDirection=DES C&list Type=list&catId=11&artClas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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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사진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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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용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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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교재

1차시

닮은꼴을 듣고 보다

수업 주제
이 활동을
하면

준비물

닮은꼴을 듣고 보다
1. 변주곡을 듣고 주제와 변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2. Motive와 DNA의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나의 특징적 형질을 재미있게 글로 표현합니다.
수업

학습 활동지, 필기도구, 스마트폰.

장소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교실

1. 비슷하지만 다르다
1) 모차르트 (W.A.Mozart) “Variations in C Major, K.265”는 동요 ‘작은 별 변주곡’으로
유명한데 이 제목은 모차르트가 죽은 다음에 지어진 것이고 원래 곡명은 ‘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의 변주곡’이다. 곡을 감상하면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자.
① 하나의 곡인가? 아니면 짧은 여러 개의 곡인가?
② 계속 반복되는 음악이 있는가? 반복된다면 그대로 반복되는가 아니면 변형되는가?

2) 변주곡과 부모의 유전을 연결하는 생각 다지기
① 모차르트 변주곡의 각 변주는 주제와 닮았는가?
② 변주마다 주제와 비슷하거나 다른 것에 어떤한 규칙이 있는가?

2. Motive와 DNA 이해하기
1) Motive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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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A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다.
3) Motive와 DNA에 대한 생각 확장하기
공통점

다른점

3. 나의 특정 유전형질 찾고 다양하게 글로 표현하기
조건 1. 우리 가족의 형질 중 1개를 선택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재미있게 글로 쓰기.
조건 2. 완성된 글은 뮤직비디오 극본으로 사용할 것.

우리 가족의 특징적 유전형질
< 예. 곱슬머리 아빠와 나>

4. Mozart 변주곡 중 일부를 Motive 삼아 나의 특정 형질 표현하기
: ‘ HumOn’ 앱 사용법을 탐색한 후 실행하여 Motive를 만들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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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대립형질의 표현형 예시
형질
머리카락
귓불
혀말기
눈꺼풀
콧대
주근깨
보조개
손잡이
이마의 머리선

우성
곱슬머리
분리
가능
쌍꺼풀
높음
있음
있음
오른손잡이
곡선

열성
생머리
부착
불가능
외꺼풀
낮음
없음
없음
왼손잡이
직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폰 앱(이 외에 본인이 익숙한 앱으로 대체 사용해도 무방함)

앱 명칭

HumOn

WalkBand

ZaZa BeatBox

VivaVideo

앱 아이콘

각각의 트랙에 노래

주요 기능

허밍을 녹음하면

다양한 배경음악을

를 녹음하고, 소리를

음악으로 완성됨

직접 만드는 앱

반복&음악을 융합하

다양한 음악 장르로

https://youtu.be

여 믹스하는 기능

선택하여 변경 가능

/8vwf nn9uSlg

소음을 변신시키기

다른 사람과 공유할

(WalkBand 튜토

위해서는 이 앱에서

리얼)

녹음한 소음만 편집

수 있음

가능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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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르기,
나누기, 빨리 감기,
느리게 감기,
특수효과 및
장면전환, 필터,
자막 기능

2차시

DNA 너는 어디서 어떻게 왔니?

수업 주제
이 활동을
하면

준비물

DNA 너는 어디서 어떻게 왔니?
1. 유전형질을 가계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사회 변동 및 문제가 자손의 유전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3. 나의 유전형질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My DNA”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지, 필기도구, 제시한 앱 설치한 스마트폰, 가족사진 또는 닮

수업

은꼴 부분 사진.

장소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교실

1. 닮아도 너무 닮았네
우리 가족의 닮은꼴 시진도 만들고 유전형질 눈으로 확인하기.
조건 1. 가족끼리 가장 많이 닮은 부분 찾기(예, 아빠와 나의 눈, 엄마와 나의 둘째 발가락의 길이)
조건 2, 모둠원의 사진을 보면서 형질의 우성과 열성 생각하기

2. 나의 특정 형질에 대한 가계도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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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계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자손의 표현형이 나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3. DNA 를 변주곡의 Motive처럼 ....“My DNA” 설계하기
조건 1. 활동 1과 활동 2에서 조사한 나의 특정 형질을 소재로 “My DNA” 구상하기.
조건 2. ‘HumOn’ 앱을 실행하고 모차르트 변주곡 중 일부 또는 원하는 대로 허밍으로 불러 “My
DNA”로 녹음하고 저장하기.
조건 3. 녹음된 “My DNA”를 앱에 있는 여러 버전으로 실행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My DNA’
( 예) 가족의 형질 중 나에게 우성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Motive 로 설계하기
1. 지구 반대편에서도 딱!! 알아보는 아빠와 닮은 눈꺼풀이 나에게 있다.
2. 알고 보니 이 눈꺼풀은 우리 가계의 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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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인 바이오 아트 설계를 위한 추천 작품 감상목록
제목

QR코드

URL 주소
https://youtu.be/AsVz6skqFVw

DNA Variations Voll

https://youtu.be/MBdVXkSdhwU

DNA by BTS

DNA Variations Vlm 3

https://youtu.be/6MPkaBdEDg4

Your DNA Song

https://youtu.be/g7C_QZKjJ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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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수업 주제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1. 나의 형질을 표현하는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를 주제로 뮤지컬 또는 뮤직비

이 활동을
하면

디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모둠별 사용한 스마트폰 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작품 발표와 감상을 통해 성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미리 제시된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수업
장소

교실

3차시 활동에서는 나의 유전형질을 주제(Theme)/동기(Motive)로 하는 변주곡을 앱을 사용하여
뮤직비디오로 만드는 바이오 아트적 체험이다. 살아있는 생물과 예술적인 상상력이 결합한 바이오아
트는 예술가가 과학을 연구하고 , 과학자가 예술 활동을 하는 융합예술이다. 1차시에서 작성한 우리
가족 형질에 관련된 글과 2차시에서 탐구한 사진도, 가계도, 사회 변화와 문제 등을 통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해 보자.

1. 뮤직비디오 음악 완성하기 : “My DNA”를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기
조건 1. 작품 설명서 작성하기.
조건 2. 1차시 활동 ‘우리 가족의 특징적 유전형질’을 주제로 쓴 글을 극본으로 사용할 것.
조건 3. 가계도에 나타난 우성 형질을 음향에 반영할 것(악기, 다이내믹, 리듬 등의 변화 )
조건 4. 2차시 활동3에서 제작한 모둠원의 모든 결과물을 ‘WalkBand’, ‘ZaZa BeatBox’ 앱
을 사용하여 뮤직비디오의 음악(음향 )으로 합성·편집할 것 .

2. 뮤직비디오 영상 제작하기 : “DNA의 변주 , 나를 완성하다 ” 영상 촬영 ·편집하기
조건 1. 영상 설명서 작성하기.
조건 2. 가족의 닮은꼴 부분 사진 , 가계도 활용하여 편집하기
조건 3. ‘나의 최애캐’ 앱에서 만든 캐릭터로 영상을 대체할 수 있음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음악 설명서
우리 모둠의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음악 설명서
1. 제목 :
2. 아티스트:
3. 사운드 소재:
4. 사용 앱:
5. 작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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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프로젝트를 위한 영상제작
우리 모둠의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 영상제작 계획서
1. 제목:
2. 아티스트:
3. 영상 소재:
4. 사용한 앱:
5. 영상 배열 순서:

조원
(

)반 (

맡은 일
)번

이름(
(

)반 (

)
)번

이름(
(

)반 (

)
)번

이름(
(

)반 (

이름(

)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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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목록

1차시 : 닮은꼴을 듣고 보다
1. 모차르트 연주 동영상
https://youtu.be/NUSDpxZgy0I

2. 유전형질 사진 (저작자: 에듀넷·티-클리어 )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menu_id=82&contents_id=fs_a0000-2015
-0702-0000-000000000155&sub_clss_id=CLSS0000000363&svc_clss_id=CLSS0000055957&cont
ents_openapi=totalSearch&contents_openapi=totalSearch

2차시: DNA 너는 어디서 어떻게 왔니?
1. 닮은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uX3GMc1vcM
2.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저작자: 에듀넷·티-클리어)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menu_id=81&contents_id=2f6cf252-1445-41
7d-8dce-2a62ea9215e6&sub_clss_id=CLSS0000000362&svc_clss_id=CLSS0000072377&contents_
openapi=totalSearch&contents_openapi=totalSearch

3.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박테리아 작품 (저작자: Wikip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PbeachTsien.jpg

4. 참고 자료
[명경재의 DNA세계] 부모와 자녀가 붕어빵인 이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30029004#csidx3f3f751da70fce886c1ae5fc53b
bdbd

3차시 : DNA 의 변주 , 나를 완성하다
1. 뮤직비디오 감상
https://youtu.be/SYun8iDG8wU

2. 바이오 아트 (생명의 근원적 아름다움 탐구하는 바이오 아트 선구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25904

3. 참고 자료
공부 잘하고 예쁜 ‘엄친딸’의 비밀 (저작권자:KISTI의 과학 향기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10082&cid=60335&categoryId=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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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App) 을 활용한 소리 다큐 : 첨단제품 활용형 - 중고

STEAM 프로그램 연구 ․ 개발자
연구 개발
이돈응(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고병오(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황동옥(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신선희(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교재 개발
중학교(자유학기제형, 차시대체형) : 이정희(정의여자중학교),
김희영(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고등학교(차시대체형) : 배경석(중산고등학교), 조명곤(인천교육청)

자문
이명구(광신중학교), 박승빈( 마포중학교), 김진성(숭실중학교),
고상림(인천남동고등학교), 오나영( 중산고등학교)

일러스트ㆍ디자인
조상희

시범 적용 학교
마포중학교, 숭실중학교, 정신여자중학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중산고등학교, 인천남동고등학교

- 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