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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위한

정보

Q. 이 프 로 그 램 은 어 떤 프 로 그 램 인 가 요 ?
제목
Motive와 DNA는 완성체의 최소 단위로 ‘반복적인 전달 ’과 ‘반복의
모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둘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업 활
동의 최종 목적지인 바이오 아트(Bio Art)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단계적 설계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나의 유전 현상을
학습 목표

가계도로 나타내고, 둘째 가족의 우성 형질 또는 나의 표현 형질을
음악적 Motive인 “My DNA”를 만들고 , 셋째 “My DNA”를 앱에
서 자유롭게 변형하여 “DNA의 변주, 나를 완성하다”라는 주제로 뮤
지컬 또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합니다. 즉, 추상적인 유전을 소재로 음
악을 만들고 , 첨단 기기의 주체자가 되어 음악을 친숙한 스마트폰과
다양한 앱에서 반복·결합하므로 바이오 아트 음향을 완성합니다.

융합 교과
준비
요구환경

과학, 정보, 음악, 수학
스마트폰 ,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소음을 수집할 수 있는 환경

“Motive(DNA), 너는 어디서 왔니?”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유전 현상을 변주곡으로 듣고 보고 이해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변
주곡과 유전이 무슨 연관이 있지 ? 음악 시간에 왜 과학이야? 과학 시간에 왜 음악을 가르치시지?”라
는 의문이 생긴다면 바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
하여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에서 학습한 교과들의 내용을 융합하여 풀어가는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유전형질을 음악의 주제(Theme)/동기(Motive)로 표현하고, 자손에게 형질이 전달되는 과정을 앱을
사용하여 Motive의 변형·반복 (DNA의 분열·복제처럼)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음악이 융합됨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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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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활동지, 필기도구, 스마트폰.

수업
장소

스마트기
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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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
곱슬머리
분리

열성
생머리
부착

혀말기
눈꺼풀
콧대
주근깨
보조개

가능
쌍꺼풀
높음
있음
있음

불가능
외꺼풀
낮음
없음
없음

손잡이
이마의 머리선

오른손잡이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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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주요 기능

허밍을 녹음하면

다양한 배경음악을

음악으로 완성됨

직접 만드는 앱

다양한 음악 장르로

https://youtu.be/

선택하여 변경 가능

8vwfnn9uSlg

다른 사람과 공유할

(WalkBand

수 있음

튜토리얼)

녹음하고, 소리를
반복&음악을
융합하여 믹스하는
기능
소음을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이 앱에서
녹음한 소음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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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또는 닮은꼴 부분 사진.

장소

스마트기
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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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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있다면 인터뷰를 통해 만나게 된 계기를 사회 변동과 (산업화, 정
보화, 세계화) 연관 지어 보고,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다름을 이해하여 작품 설계에 도
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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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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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이 활동을
하면

비디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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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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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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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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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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App) 을 활용한 소리 다큐 : 첨단제품 활용형 -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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