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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제중심, 문제해결 학습
소주제

가장 멀리
문제상황 직진하는
이해
수송체를
제작하라.

주요 내용

관련 교과

도 입 생활 속의 다양한 수송체 동영상 이용
학 습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수송체를 자유롭게 설계 과학, 기술,
활 동 (사전지식 및 오개념 확인)
수학, 미술
마무리 설계한 수송체 발표
도 입 영화 또는 광고 속의 수송체 에너지 변화

2

변하는
에너지

학 습
주어진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 실험 설계하고 시행
활 동
마무리
도 입

속도-시간
문제
학 습
그래프
3-4 해결을
활 동
속으로의
위한 활동
여행
마무리

도 입

5-6

수송체 제작 학 습
준비작업 활 동
마무리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한 과학
적 원리 확인(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중력 등)
공항철도의 시간-속도 그래프의 관찰
시간 속도 그래프를 통한 이동거리 의미 확인
다양한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
법 찾기 실험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한 수
학적 원리 확인(구분구적법 등)
전문가 역할 놀이
직진하기 위한 구조 설계하기, 모형제작을 위한
재료 이해하기, 회전체를 위한 기계요소 이해하
기, 재료에 따른 가공 방법 익히기
수송체 제작 준비작업 확인

과학

수학

기술

도 입 문제 상황 재확인

학습한 수학적, 과학적, 기술공학적 원리를 활용

7-9 문제해결

특명수행

과학, 기술,
학 습
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생각하여보고 과제 해
활 동
수학, 미술
결을 위한 창의적인 모형을 제작 및 테스트
마무리 수송체 모형 및 테스트 결과 제출
도 입 수송체 테스트 결과 확인

10 결과분석

자료와
친해지기

학 습 수치화된 테스트 결과를 가장 알기 쉽게 도식화
활 동 하는 방법을 찾기

수학

마무리 찾아낸 방법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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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과학교과의 에너지의 변환과 기술교과의 수송체 제작을 융합한 문제해결학습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의 변환을 이론적인 설명으로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체험
활동을 통하여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프로
그램은 제작되었다. ‘주어진 경사면을 내려가서 가장 멀리 직진하는 수송체를 제작하
라.’는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과학적, 수학적, 기술공학적 원리를 학습하고 이
를 활용하여 제품의 설계와 제작, 테스트, 테스트 결과자료의 분석 과정까지 체험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 시키고, 하고자하는 욕구 및 열정 등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장래 진로의 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에너지의 변환을 이해한다.
-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
- 마찰을 최소화하여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 장치가 직선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실험의 결과 데이터를 도식화 할 수 있고 이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 과정 목표(감성적 체험 관련 내용 목표로 제시)
-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수송체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알 수 있다.
- 에너지의 변환과정에서 다양한 힘의 작용을 실험을 통해 이해한다.
- 이동거리를 구하는 과정 속에 담긴 수학의 원리를 체험활동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모형의 설계와 제작,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해결력과 성공의 경험을 통한 학습에 대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실험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고등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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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과목 요소
S, T, E, A, M 각각과 관련되는 학습요소
○ S : 에너지의 변환
○ T : 제품의 구상과 설계
○ E : 다양한 기계요소
○ A : 제품 디자인
○ M : 구분구적법, 그래프의 이해, 자료의 정리 및 해석

4. STEAM 단계 요소
Co, Cd, ET 등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Frame)에 따른 요소 제시

○ 상황제시 :
- 문제의 조건을 제시한다.(주어진 경사면을 내려가서 가장 멀리 직진하는 수송제를
제작하여야 한다.)
- 경사면의 높은 곳에서 갖는 위치에너지가 경사면을 내려오면서 운동에너지로 변환
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이해한다.
- 에너지 변환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힘의 원리를 알 수 있다.(중력 등)
- 주어진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갖는 의미를 알아본다.
- 여러 가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본다.
-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공학적 원리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이야기하여 본다.
- 주어진 경사면을 내려가서 가장 멀리 직진하는 수송체를 제작하라는 문제 상황을
확인한다.
- 실험결과를 수치화하고 이를 도식화 할 수 있다.

○ 창의적 설계 :
-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탐색한다.
- 탐색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설계를 하여본다.(독창성, 창의성, 심미성, 다양
성, 효율성, 경제성 등 가장 많은 부분을 고려한 모둠에게 상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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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보거나 경사면을 이루는 재질의 변화를 주는 등 다양
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하여보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가장 멀리 직진하는 수송체를
만들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해본다.
- 주어진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가장 정확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수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설계하여본다.
- 직선으로 멀리 가기 위한 장치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선택, 재품의 구상, 재료의 가
공, 제품의 제작 등 기술적 능력과 바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공학적 설계를 창의
적으로 할 수 있다.
- 학습한 수학적, 과학적, 기술공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생각하여
보고 과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모형을 제작해본다.
- 수치화된 실험결과를 가장 알기 쉽게 도식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감성적 체험 :
- 생활주변의 다양한 수송체들의 동영상을 보며 각각의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수송
체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이야기해본다.
- 체험활동을 통하면 이론적인 강의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공항철도(AREX)의 속도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이 가지는 비밀을 알아보며
이동거리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 수송체 제작을 위한 구조 설계와 재료의 이해 및 가공방법, 회전체를 위한 기계요
소를 이해하는 과정은 문제해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동기
유발은 물론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강한 집중력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등
을 키울 수 있다.
- 모형제작 및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 실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의 해석이 더욱 중요함을 알고 이와 비슷한 문제의
해결 시에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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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가장 멀리 직진하는 수송체
를 제작하라.
문제의 조건을 제시한다.(주어진
경사면을 내려가서 가장 멀리 직진하는
수송제를 제작하여야 한다.)
Co

과학
기술
수학
미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탐
색한다.
특명! 수송체를
탐색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설계
제작하라.
를 하여본다.(독창성, 창의성, 심미성,
다양성, 효율성, 경제성 등 가장 많은 부
분을 고려한 모둠에게 상점부여)
CD

문제의
이해

1

생활주변의 다양한 수송체들의 동
영상을 보며 각각의 상황에 가장 효율
적인 수송체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이
야기해본다.
ET

 에너지의 변환과정을 이해한다.
경사면의 높은 곳에서 갖는 위치에
너지가 경사면을 내려오면서 운동에너
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이
해한다.
에너지 변환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힘의 원리를 알 수 있다.(중력 등)
Co

과학

과학적
원리

1

변하는 에너지

경사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보거
나 경사면을 이루는 재질의 변화를 주
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하여
보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가장 멀리 직
진하는 수송체를 만들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해본다.
CD

체험활동을 통하면 이론적인 강의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흥미를 가질 수 있다.
ET

수학

수학적
원리

2

두께가 다른 색
속도-시간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의
테이프, 가위, 학
그래프
의미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속도-시간
습지, 필기도구
속으로의 여행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계산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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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면
적이 갖는 의미를 알아본다.
여러 가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
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본다.
Co

주어진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가
장 정확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을 수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설계하여본
다.
CD

공항철도(AREX)의 속도그래프와 시
간축이 이루는 면적이 가지는 비밀을 알아
보며 이동거리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ET

 직진하기 위한 구조 설계하기
모형제작을 위한 재료 이해하기
회전체를 위한 기계요소 이해하기
재료에 따른 가공 방법 익히기
주어진 문제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공학적 원리
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이야기하여 본다.
Co

직선으로 멀리 가기 위한 장치제작
에 필요한 재료의 선택, 재품의 구상,
도면, 자, 연필,
재료의 가공, 제품의 제작 등 기술적 능
지우개
력과 바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공학
적 설계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CD

기술

기술
공학적
원리

2

수송체 제작
준비작업

수송체 제작을 위한 구조 설계와
재료의 이해 및 가공방법, 회전체를 위
한 기계요소를 이해하는 과정은 문제해
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
므로 학습동기유발은 물론 흥미와 재미
를 느낄 수 있고 강한 집중력과 문제해
결에 대한 의지 등을 키울 수 있다.
ET

과학
기술 문제해결
수학

3

특명수행

 주어진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
탐색 과제해결을 위한 모형 제작 테스
트 실시
칼, 자, 우드락,
Co 주어진 경사면을 내려가서 가장 멀 바퀴 재료, 빨대,
리 직진하는 수송체를 제작하라는 문제 테이프, 글루건,
상황을 확인한다.
경사면으로 활용
CD 학습한 수학적, 과학적, 기술공학적 될 넓은 판(우드
원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생 락, 합판 등)
각하여보고 과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모형을 제작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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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제작 및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
을 통해 얻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
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
감 등을 얻을 수 있다.
ET

 자료의 이해
실험결과를 수치화하고 이를 도식
화 할 수 있다.
Co

과학
실험결과
기술
해석
수학

1

수치화된 실험결과를 가장 알기 쉽
컴퓨터, 학습지,
게 도식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실험데이터 등
ET 실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의 해
석이 더욱 중요함을 알고 이와 비슷한
문제의 해결 시에도 이러한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CD

자료와
친해지기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수송체가 얼마나 멀리 갔는가?

포트폴리오

2

수송체의 에너지 변환을 이해하고 있는가?

3

수송체의 이동거리를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구하고 있는가?

포트폴리오

4

수송체의 직진을 위한 설계를 하였는가?

포트폴리오

5

실험결과를 수치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 하였는가?

포트폴리오

지필평가/ 관찰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3~4차시]
○ 학습 주제
일반적으로 ‘이동거리는 속력에 시간을 곱한 것이다.’라는 사실은 중학교 수학과
과학교과 시간에 공식으로 암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등속운동에서만 성
립하는 사실이다. 고교 수학과 과학교과에서 등속운동이 아닐 때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 접근 방법은 또한 다르다. 과학교과에서는 공식으로, 수
학교과에서는 적분이란 개념을 통하여 자세하고 폭 넓게 다루고 있다.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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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속운동이라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공식을 암기하게 하여 이동거리가
항상 속력과 시간의 곱이라는 오개념을 갖게 하거나 조건이 바뀔 때마다 공식으로
암기하게 하여 기억해야할 양을 늘릴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수학의 적분의 원리를 이용한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수학적 체험활동을 통
해 알아본다.

○ 준비물
두께가 다른 색 테이프, 가위, 학습지, 필기도구 등

○ 도입
① 공항철도 AREX의 GPS트랙기록을 통한 속도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의 의
미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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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러 가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의 의미 유추하기

색칠해진 면적은 0초에서 6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다. 이 면적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식으
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색칠해진 면적은 0초에서 4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다. 이 면적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색칠해진 면적은 2초와 5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나
타낸다. 이 면적은 5초 동안의 전체 삼각형 면적에서
2초 동안의 삼각형 면적을 빼면 구할 수 있다.

○ 활동 1：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를 분석하라.

면적=가로×세로
면적= (6 s) × (30 m/s)
면적= 180 m

면적 = 0.5 × 가로 × 높이
면적 = (0.5) × (4 s) × (40 m/s)
면적 = 8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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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2：여러 가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계산하라.

① 두께가 다른 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동
거리의 근삿값을 찾아본다.
② 가장 정확하게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알아본다.
③ 찾은 방법을 친구들과 공유하여보고, 최
적의 방법을 정리해본다.

○ 개념 이해
- 이동거리에 관한 개념을 수학적 실험을 설계하고 시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 마무리
- 정확한 이동거리 구하기 모둠별 보고서 제출 및 발표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 이동거리를 이미 알고 있는 공식으로 구하지 않도록 한다.
- 창의적 설계 방향 :
①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수학실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준비된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도 됨을 알려주어 자유롭게 실험설계를 할수
있도록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 이동거리를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유추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탐구함으로써 수학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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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 주제별 세부 자료 양식]

※ 교사용 참고 자료
읽기자료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그리스어: Αρχιμήδης, 약 기
원전 287년~기원전 212년)는 고대 그리스
마그나 그라이키아의 일부였던 시라쿠사 출신
의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겸 공
학자이다. 그의 생에 대해 남겨진 기록은 얼마
되지 않으나 고전 고대의 대표적인 과학자로
손꼽히고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물리학 분야
에서 정역학과 유체정역학을 연구했으며 지레
의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베를린 아르켄홀트 전망대에 있는 아르키메데
스의 동상.
해상에 있는 배를 공격하기 위한 거울 등의 게르하르트 티엠의 1972년 작품.

한 아르키메데스는 아르키메데스 나선양수기,
기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르키메데스는 고전 고대 시기의 가장 뛰어난 수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학과 관련한 아르키메데스의 업적으로는 소거법의 도입,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
형의 넓이 계산, 원주율의 계산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같은 높이의 구와 원기둥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87년 무렵 시라쿠사에서 태어났다. 시칠리아에 있는 도시인 시
라쿠사는 아르키메데스가 태어날 무렵 마그나 그라이키아의 자치 식민지였다. 아르키메데
스의 출생 연도는 비잔틴 그리스의 역사가 존 체체스의 연표에 기초한 것이다. 체체스는
아르키메데스 사망 당시 나이가 75세라는 기록을 근거로 그의 출생년도를 산정하였다. 아
르키메데스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의 출생지와 죽음 이외에 알려진 사실이 그리 많지 않다.
발견의 기쁨에 벌거벗고 거리를 달렸다는 것 같은 아르키메데스와 관련한 많은 일화는 후
대에 각색된 것이다. 아르키메데스는 스스로를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여겼고 특히 구에 대
한 자신의 발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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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키메데스는《모래알을 세는 사람》
에서 아버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는데, 이름이 피이아스라는 것과
천문학자라는 점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플루타르코
스 영웅전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시라쿠사의 국왕 히에
론 2세와 친척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른 기록으로
는 아르키메데스의 친구였던 헤라클레이데스가 쓴 전기
가 있었으나 소실되었다. 이 때문에 아르키메데스가 결
혼은 했는지, 아이가 있었던 지와 같은 것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나마 알려진 것으로는 아르키메데스가 청년
기에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서 공부하였다는 것과,
사모스의 코논, 에라토스테네스와 같은 사람들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 정도이다. 아르키
메데스는 도시데우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저는 옛 친구였던 코논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친구이자 평소 존경했던 한 수학자를 잃
었다는 슬픔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도 연구된 적이 없고 마침내 저
에 의해 완성된 한 정리를 코논에게 보낼 작정이었는데 이제 보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군요.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12년 무렵 제2차 포에니 전쟁 중에 사망하였다. 기원전 212년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는 2 년 동안의 공방전 끝에 시라쿠사를 점
령하였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따르면 도시가 함락될 당시 아르키메데스는 기하학 문제
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시라쿠사가 함락되자 로마 군인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찾
아와 마르켈루스를 접견하라고 명령하였다. 아르키메데스가 문제를 푸는 도중이라며 거절
하자 이에 격분한 군인이 아르키메데스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한다. 플루타코스는 이
외에도 아르키메데스의 사망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도시
함락 와중에 사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르키메데스가 들고 있던 해시계, 구와
같은 도구가 보물로 오인되어 이를 약탈하려는 병사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마르켈
루스 장군은 도시를 함락시키면서 부하들에게 아르키메데스의 안전을 당부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망 소식에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한편, 아르키메데스가 남긴 말로 유명한 “내 원을 밟지 마” (그리스어: μὴ μου τοὺς κύκλου
ς τάραττε, 라틴어: Noli turbare circulos meos)는 후대에 누군가가 지어낸 것으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폴리비오스는 《세계 역사》에서 시라쿠사 공방전과 아르키
메데스의 죽음을 언급하였다. 플루타르코스와 티투스 리비우스의 저서를 바탕으로 폴리비우
스는 아르키메데스가 도시 방어를 위해 여러 가지 기계를 제작한 기술자였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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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키메데스가 사망한 지 137년이 지난 기원전 75년 키케로는 시라쿠사의 재무관으로
임명되었다. 키케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사방으로 찾아다닌 끝에 시라쿠사 인근의 관목 사이에 버려져있던 묘비를 발견하였
다. 키케로는 아르케메데스의 묘비에는 원기둥과 구가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찾은 묘가 아르키메데스의 것이라 확신하였다.
아르키메데스의 묘비에는 그가 증명한 같은 높이의 원기둥과 구의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 새겨졌다. 아르키메데스는 구의 부피는 같은 높이의 원기둥의 부피에 대해 3분의
2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간단히 두 도형의 부피를 비교하면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V s   r

이고, 이 때 같은 높이를 갖는 원기둥의 밑변은 반지름이 인 원이 되고 높이는 이므로
원기둥의 부피는
V c  r ×r  r
이다. 따라서

V s  V c   r  r    

이 되므로 구의 부피는 같은 높이의 원기둥에 대해 언제나 3분의 2가 된다.

수학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과 내접하는 다각형의 둘레를 이용한 아르키메데스의 원주율 계산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에서도 여러 업적을 남겼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책에서 “아르키메데
스는 저급한 삶의 욕구에서 비롯되지 않은 순수한 사색에 모든 역량과 야망을 쏟아 부었
다.”라고 평했다.

무리수의 계산
아르키메데스는 근대 적분이 없었던 당시에 무한소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소거법을
사용하여 π의 근삿값을 계산하였다. 이 방법은 임의 차원의 미지항에 대해 극한을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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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귀류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계산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해답을 얻는 것이다. 아르
키메데스는 매우 많은 변을 갖는 다각형이 임의의 원에 내접하는 경우와 외접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원주율을 계산하였다. 즉, 임의의 원의 둘레는 그것에 외접하는 다각형의 둘레보
다 짧고 내접하는 다각형보다 길다. 이 때 다각형의 변이 많아질수록 외접하는 경우와 내
접하는 경우의 둘레 차는 작아지므로 원의 둘레에 근사하게 된다. 아르키메데스는 정구십
육각형을 이용하여 의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아르키메데스는 이 결과에 따라 의 근삿값으로 3.1416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르키메
데스는 원의 면적이  임을 증명하였다. 아르키메데스는 그의 저서《구와 원기둥》
에서 어
떠한 크기가 주어지더라도 임의의 크기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주어진 크기를 초과할 수 있
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실수에서의 아르키메데스 성질이라고 한다.
아르키메데스는《원의 측정》
에서 3의 제곱근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
아르키메데스의 이 계산은 매우 정확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계산과정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17세기 영국의 수학자 존 월리스는 “아르키메데스는 적분 계산법의 비밀을 후대에
넘겨주는데 너무나도 인색하였다”고 아쉬워하였다.

도형의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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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을 가르는 직선과 내접하는 삼각형

포물선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기하급수
아르키메데스는《포물선의 구적법》
에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

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  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아르키메데스의 증명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1. 포물선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한 변으로 하는 내접 삼각형을 그린다.
2. 위와 같이 하여 그린 내접 삼각형에 의해 포물선은 두 구간으로 분할되며 여기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내접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3. 이렇게 계속하여 내접 삼각형을 그려나가면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포물선을 가
로지르는 직선에 둘러싸인 도형은 무수히 많은 삼각형으로 분할된다.
4. 최초의 내접 삼각형 넓이를 1이라고 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 


지속적으로 분할되는 도형의 넓이를 모두 합하여 급수로 표현하는 것을 기하급수라고 한

다. 위의 식에 표현된 기하급수의 공비(公比)는  이다. 이 기하급수의 값을 증명하는 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수학 매거진》1999년 2월
호에 실린 그림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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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의 그림과 같이 분할된 정삼각형에서 검은색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가장 큰 정삼각형의 넓이를 1이라 할 때

첫 번째 분할된 검은색 삼각형의 넓이는  가 되고, 두 번째

 

의 것은   , 세 번째의 것은  ... 와 같이 됨을 알 수
 

있다.
∙ 검은 색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S라 하고 이를 식으로 정리
하면









       ⋯         ⋯
따라서
∞









∙ 이제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검은색 삼각형과 회색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좌변의  을 이항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검은색 삼각형


들의 넓이가  임을 알 수 있다.

  
  
∙ 한편, 포물선을 가로지르는 직선에 둘러쌓인 도형 전체의 넓

  ×  

이는 위의 결과에 1을 더해야 하므로,
 
  
 
∙ 따라서 포물선을 가로지르는 직선에 의해 생긴 도형의 넓이

는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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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수의 표현
《모래알을 세는 사람》
에서 아르키메데스는 온 세상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연속적으로 셀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큰 수라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르키메데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겔로 2세(히에로 2세의 아들)는 모래알은 너무나 많아 무한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
만 나는 시라쿠사나 시칠리아에 있는 모래알 뿐 만아니라 온 세상의 모래알을 모두 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를 만의 제곱의 배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
안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1억은 1만의 만 배, 즉 10,0004로 나타낼 수 있다. 아르키메데
스는 온 세상에 있는 모래알의 전체 개수는 대략 8×1063 개라고 추정하였다.

저서

오스토마치온
아르키메데스의 저서는 도리아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졌다.에우클레이데스의 저작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것에 비해 아르키메데스의 저작들은 대부분 소실되었다. 다른 학자
들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은 얼마 되지 않다. 알렉산드리아의
파푸스는 아르키메데스가《구의 제작에 대해》
와 다른 다면체에 대한 저서를 남겼다고 언
급하였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파푸스와 같은 시기의 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테온은
아르키메데스의《굴절에 대해》
를 인용하여 빛의 굴절을 소개하였는데 이 저서 또한 소실
되었다. 이후에 그의 저작들은 비잔티움 제국, 이슬람 세계 등을 통해 전파되어 그리스어나
아랍어 등으로 번역되어 전해졌고, 르네상스 무렵 유럽에 소개되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소실되었던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이 근대에 다시 발견된 경우도 있다. 1906년 덴마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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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사학자 하이베르그는 이스탄불에서《부체(浮體)에 대하여》
와 같은 글이 수록된 아르
키메데스의 저서《수학 정리의 방법》
을 발견하였다. 이 저서는 다시 사라졌다가 1998년 10
월 29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경매에 붙여졌다. 동방 정교회가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익명의 수집가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
저서는 몇 차례 소유주가 바뀐 뒤 1999년 2월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평면의 균형에 대해》- 평면 도형의 무게 중심을 찾는 방법을 정리한 저서이다.
∙《원의 측정에 대해》-《원의 측정에 대해》
에서 아르키메데스는 소거법을 이용하여 원
주율을 계산하였다.
∙《나선에 대해》 - 나선 곡선이 갖는 여러 성질을 연구한 저서이다.
∙《구와 원기둥에 대해》-《구와 원기둥에 대해》
에서 아르키메데스는 같은 높이의 구와
원기둥이 갖는 부피의 비율을 정리하였다.
∙《원뿔의 단면에 대해》- 원뿔을 잘랐을 때 나타나는 원, 타원, 포물선에 대해 정리한
저서이다.
∙《부체에 대해》- 다면체를 물에 띄웠을 때 무게 중심과 균형을 정리하였다.
∙《포물선의 구적법》- 포물선으로 둘러
∙《오스토마치온》- 아르키메데스의 상자라고도 불리는 오스토마치온은 칠교와 같이 정
사각형을 여러 개의 도형으로 분할 한 퍼즐이다.
∙《아르키메데스의 가축 문제》- 아르키메데스는 일종의 디오판토스 방정식 문제인 가
축 문제를 만들어 내었다. 이 부정 다항 방정식의 해는 매우 큰 수로, 아르키메데스는
동시대의 수학자 아폴로니우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1880년 계산된 아르키메데스 가축문제의 답은  × 이다.
∙《모래알을 세는 사람》-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와 같은 매우 큰 수를 10,000의 거
듭제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수학 정리의 방법》- 부체에 대해, 가축 문제, 모래알을 세는 방법 등이 수록된 저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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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속도-시간 그래프 속으로의 여행

공항철도의 속도/고도의 그래프를 본 적이 있나요? 다음 그래프는 공항철도 AREX의 GPS
트랙 기록이랍니다.

생각해보기

그래프에서 속도의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을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면적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친구들과 상의하여보고
아래의 빈칸에 정리한 다음 발표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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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선이 축과 만나서 이루는 면적은 무
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험을 통하여 속도가 다른 세 종류의 그래프를 얻었답니다. 그
래프에서 그래프 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여보고 아래의 빈
칸에 적어보세요.

색칠해진 면적은 0초에서 6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나
타낸다. 이 면적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식으로 쉽
게 구할 수 있다.

색칠해진 면적은 0초에서 4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나
타낸다. 이 면적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색칠해진 면적은 2초와 5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나타
낸다. 이 면적은 5초 동안의 전체 삼각형 면적에서 2초
동안의 삼각형 면적을 빼면 구할 수 있다.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를 분석하라

면적=가로×세로
면적= (6 s) × (30 m/s)
면적= 18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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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30m/s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속도-시간 그래프이지요. 1초
동안에 30m씩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므로 6초 동안에는 30m/s×6초=180m를 이동합
니다. 이것은 그래프의 색칠한 면적과 같답니다.

면적 = 0.5 * 가로 * 높이
면적 = (0.5) * (4 s) * (40 m/s)
면적 = 80 m

그래프는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이지요. 속도 변화율이
일정하므로 평균 속도는 (처음속도＋나중속도)/2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 ×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평균 속도는 (40m/s＋0)/2＝20m/s, 이동
거리는 20m/s×4초=80m로 구해지게 되죠. 이것은 아래 그래프의 색칠한 면적과 같답니다.

여러 가지 속력-시간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계산하라.

가속도를 아시나요?
가속도의 식은

입니다.

그렇다면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로축의 변화량은 시간, 세로축의 변화
량은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는 가
속도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t1~t2까지의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됩니다. 만약, 그래프에 임의 점을 찍고 그 점의 접선을 그린다면 그
접선은 무엇이 될까요? 그 시점의 순간가속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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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시간 축과 그래프 사이의 면적이 있죠? 이것
은 이동거리입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두께가 5mm인 색 테이프로 시간 축과 그
래프 사이를 채워보세요. 그리고 그 넓이를 계산하여 보고 실제의 넓이와 비교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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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더하기

정확한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께가 다양한 색
테이프를 활용하여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신이 찾은 방법과 유사한 수학적 원리가 있는
지 찾아보고 수학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세요. 가장 정확하게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
법을 찾고, 보고서를 제출한 모둠에게 보너스 점수(10점)가 부여 됩니다. (제한시간 30분,
시간 감점 5점)
개인용 연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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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답안>
구분구적법
일반적으로 평면도형의 넓이나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주어진 도형을 작게 나눈 기
본 도형의 넓이나 부피의 합으로 근사값을 구한 다음, 그 근사값의 극한으로써 주어
진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구분 구적법이라고 한다.
곡선    와 축, 직선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보
자. 구하려는 부분의 넓이를  라고 하자.

등분한 수를 점점 늘려나가면 점점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분 한 경우


는













  
  







이다.

여기에서
 









   lim     이다.
lim  




→∞  

  



그러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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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개념을 확장한 것이 정적분이다.
폐구간 에서 연속인 함수   를 생각하
자. 여기에서 기하에서의 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
여    ≥ 이라고 가정하자. 등분 한 후 직사각
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을 정적분으로 정의하자.

각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모두    이

다. 각각의 나누어진 점을
     ⋯  라고 하면 이들은 공차가
Δ인 등차수열을 이룬다. 즉,
    이다.


그러므로

직사각형

개의

넓이의

   Δ이고,

합은






lim    Δ 을 에서 까지의 정적분

→∞  

이

값의

극한값



  으로 정의한다.


정적분의 정의
닫힌구간    에서 연속인 함수     에서









    lim

  Δ

→∞  




( 단,     Δ Δ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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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그리스어: Αρχιμήδης, 약 기
원전 287년 ~ 기원전 212년)는 고대 그리스
마그나 그라이키아의 일부였던 시라쿠사 출신
의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겸 공
학자이다. 그의 생에 대해 남겨진 기록은 얼마
되지 않으나 고전 고대의 대표적인 과학자로
손꼽히고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물리학 분야
에서 정역학과 유체정역학을 연구했으며 지레
의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한 아르키메데스는 아르키메데스 나선양수기, 베를린 아르켄홀트 전망대에 있는 아르키메데
해상에 있는 배를 공격하기 위한 거울 등의 스의 동상.
기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게르하르트 티엠의 1972년 작품.

또한, 아르키메데스는 고전 고대 시기의 가장 뛰어난 수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학과 관련한 아르키메데스의 업적으로는 소거법의 도입,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
형의 넓이 계산, 원주율의 계산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같은 높이의 구와 원기둥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87년 무렵 시라쿠사에서 태
어 났다. 시칠리아에 있는 도시인 시라쿠사는 아르키메
데스가 태어날 무렵 마그나 그라이키아의 자치 식민지
였다. 아르키메데스의 출생 연도는 비잔틴 그리스의 역
사가 존 체체스의 연표에 기초한 것이다. 체체스는 아르
키메데스 사망 당시 나이가 75세라는 기록을 근거로 그
의 출생년도를 산정하였다. 아르키메데스의 생애에 대
해서는 그의 출생지와 죽음 이외에 알려진 사실이 그리
많지 않다. 발견의 기쁨에 벌거벗고 거리를 달렸다는 것
같은 아르키메데스와 관련한 많은 일화는 후대에 각색
된 것이다. 아르키메데스는 스스로를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여겼고 특히 구에 대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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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아르키메데스는《모래알을 세는 사람》
에서 아버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는데, 이름이
피이아스라는 것과 천문학자라는 점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시라쿠사의 국왕 히에론 2세와 친척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른 기록으
로는 아르키메데스의 친구였던 헤라클레이데스가 쓴 전기가 있었으나 소실되었다. 이 때문
에 아르키메데스가 결혼은 했는지, 아이가 있었던 지와 같은 것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나
마 알려진 것으로는 아르키메데스가 청년기에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서 공부하였다는
것과, 사모스의 코논, 에라토스테네스와 같은 사람들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 정도이다. 아
르키메데스는 도시데우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저는 옛 친구였던 코논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친구이자 평소 존경했던 한 수학자를 잃
었다는 슬픔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도 연구된 적이 없고 마침내 저에
의해 완성된 한 정리를 코논에게 보낼 작정이었는데 이제 보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군요.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12년 무렵 제2차 포에니 전쟁 중에 사망하였다. 기원전 212년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는 2 년 동안의 공방전 끝에 시라쿠사를 점
령하였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따르면 도시가 함락될 당시 아르키메데스는 기하학 문제
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시라쿠사가 함락되자 로마 군인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찾
아와 마르켈루스를 접견하라고 명령하였다. 아르키메데스가 문제를 푸는 도중이라며 거절
하자 이에 격분한 군인이 아르키메데스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한다. 플루타코스는 이
외에도 아르키메데스의 사망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도시
함락 와중에 사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르키메데스가 들고 있던 해시계, 구와
같은 도구가 보물로 오인되어 이를 약탈하려는 병사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마르켈
루스 장군은 도시를 함락시키면서 부하들에게 아르키메데스의 안전을 당부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망 소식에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한편, 아르키메데스가 남긴 말로 유명한 “내 원을 밟지 마” (그리스어: μὴ μου τοὺς κύκλ
ους τάραττε, 라틴어: Noli turbare circulos meos)는 후대에 누군가가 지어낸 것으로 플루타
르코스 영웅전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폴리비오스는《세계 역사》
에서 시라쿠사 공방전과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을 언급하였다. 플루타르코스와 티투스 리비우스의 저서를 바탕으로
폴리비우스는 아르키메데스가 도시 방어를 위해 여러 가지 기계를 제작한 기술자였다고 적
고 있다.
아르키메데스가 사망한 지 137년이 지난 기원전 75년 키케로는 시라쿠사의 재무관으로
임명되었다. 키케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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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방으로 찾아다닌 끝에 시라쿠사 인근의 관목 사이에 버려져있던 묘비를 발견하였
다. 키케로는 아르케메데스의 묘비에는 원기둥과 구가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찾은 묘가 아르키메데스의 것이라 확신하였다.
아르키메데스의 묘비에는 그가 증명한 같은 높이의 원기둥과 구의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 새겨졌다. 아르키메데스는 구의 부피는 같은 높이의 원기둥의 부피에 대해 3분의
2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간단히 두 도형의 부피를 비교하면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V s   r

이고, 이 때 같은 높이를 갖는 원기둥의 밑변은 반지름이 인 원이 되고 높이는 이므로
원기둥의 부피는
V c  r ×r  r
이다. 따라서

V s  V c   r  r    

이 되므로 구의 부피는 같은 높이의 원기둥에 대해 언제나 3분의 2가 된다.

수학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과 내접하는 다각형의 둘레를 이용한 아르키메데스의 원주율 계산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에서도 여러 업적을 남겼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책에서 “아르키메데
스는 저급한 삶의 욕구에서 비롯되지 않은 순수한 사색에 모든 역량과 야망을 쏟아 부었
다.”라고 평했다.

무리수의 계산
아르키메데스는 근대 적분이 없었던 당시에 무한소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소거법을
사용하여 π의 근삿값을 계산하였다. 이 방법은 임의 차원의 미지항에 대해 극한을 취하는
것으로, 귀류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계산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해답을 얻는 것이다.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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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메데스는 매우 많은 변을 갖는 다각형이 임의의 원에 내접하는 경우와 외접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원주율을 계산하였다. 즉, 임의의 원의 둘레는 그것에 외접하는 다각형의 둘레보
다 짧고 내접하는 다각형보다 길다. 이 때 다각형의 변이 많아질수록 외접하는 경우와 내
접하는 경우의 둘레 차는 작아지므로 원의 둘레에 근사하게 된다. 아르키메데스는 정구십
육각형을 이용하여 의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아르키메데스는 이 결과에 따라 의 근삿값으로 3.1416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르키메
데스는 원의 면적이  임을 증명하였다. 아르키메데스는 그의 저서《구와 원기둥》
에서 어
떠한 크기가 주어지더라도 임의의 크기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주어진 크기를 초과할 수 있
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실수에서의 아르키메데스 성질이라고 한다.
아르키메데스는《원의 측정》
에서 3의 제곱근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
아르키메데스의 이 계산은 매우 정확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계산과정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17세기 영국의 수학자 존 월리스는 “아르키메데스는 적분 계산법의 비밀을 후대에
넘겨주는데 너무나도 인색하였다”고 아쉬워하였다.

도형의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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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을 가르는 직선과 내접하는 삼각형

포물선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기하급수
아르키메데스는《포물선의 구적법》
에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

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  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아르키메데스의 증명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1. 포물선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한 변으로 하는 내접 삼각형을 그린다.
2. 위와 같이 하여 그린 내접 삼각형에 의해 포물선은 두 구간으로 분할되며 여기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내접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3. 이렇게 계속하여 내접 삼각형을 그려나가면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포물선을 가
로지르는 직선에 둘러싸인 도형은 무수히 많은 삼각형으로 분할된다.
4. 최초의 내접 삼각형 넓이를 1이라고 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 


지속적으로 분할되는 도형의 넓이를 모두 합하여 급수로 표현하는 것을 기하급수라고 한

다. 위의 식에 표현된 기하급수의 공비(公比)는  이다. 이 기하급수의 값을 증명하는 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수학 매거진》1999년 2월
호에 실린 그림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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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의 그림과 같이 분할된 정삼각형에서 검은색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가장 큰 정삼각형의 넓이를 1이라 할 때

첫 번째 분할된 검은색 삼각형의 넓이는  가 되고, 두 번째

 

의 것은   , 세 번째의 것은  ... 와 같이 됨을 알 수
 

있다.
∙ 검은 색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S라 하고 이를 식으로 정리
하면









       ⋯         ⋯
따라서
∞









∙ 이제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검은색 삼각형과 회색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좌변의  을 이항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검은색 삼각형


들의 넓이가  임을 알 수 있다.

  
  
∙ 한편, 포물선을 가로지르는 직선에 둘러쌓인 도형 전체의 넓

  ×  

이는 위의 결과에 1을 더해야 하므로,
 
  
 
∙ 따라서 포물선을 가로지르는 직선에 의해 생긴 도형의 넓이

는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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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수의 표현
《모래알을 세는 사람》
에서 아르키메데스는 온 세상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연속적으로 셀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큰 수라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르키메데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겔로 2세(히에로 2세의 아들)는 모래알은 너무나 많아 무한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
만 나는 시라쿠사나 시칠리아에 있는 모래알 뿐 만아니라 온 세상의 모래알을 모두 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를 만의 제곱의 배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
안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1억은 1만의 만 배, 즉 10,0004로 나타낼 수 있다. 아르키메데
스는 온 세상에 있는 모래알의 전체 개수는 대략 8×1063 개라고 추정하였다.

저서

오스토마치온
아르키메데스의 저서는 도리아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졌다.에우클레이데스의 저작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것에 비해 아르키메데스의 저작들은 대부분 소실되었다. 다른 학자
들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은 얼마 되지 않다. 알렉산드리아의
파푸스는 아르키메데스가《구의 제작에 대해》
와 다른 다면체에 대한 저서를 남겼다고 언
급하였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파푸스와 같은 시기의 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테온은
아르키메데스의 《굴절에 대해》
를 인용하여 빛의 굴절을 소개하였는데 이 저서 또한 소실
되었다. 이후에 그의 저작들은 비잔티움 제국, 이슬람 세계 등을 통해 전파되어 그리스어나
아랍어 등으로 번역되어 전해졌고, 르네상스 무렵 유럽에 소개되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소실되었던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이 근대에 다시 발견된 경우도 있다. 1906년 덴마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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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사학자 하이베르그는 이스탄불에서《부체(浮體)에 대하여》
와 같은 글이 수록된 아르
키메데스의 저서《수학 정리의 방법》
을 발견하였다. 이 저서는 다시 사라졌다가 1998년 10
월 29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경매에 붙여졌다. 동방 정교회가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익명의 수집가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
저서는 몇 차례 소유주가 바뀐 뒤 1999년 2월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평면의 균형에 대해》- 평면 도형의 무게 중심을 찾는 방법을 정리한 저서이다.
∙《원의 측정에 대해》-《원의 측정에 대해》에서 아르키메데스는 소거법을 이용하여
원주율을 계산하였다.
∙《나선에 대해》- 나선 곡선이 갖는 여러 성질을 연구한 저서이다.
∙《구와 원기둥에 대해》-《구와 원기둥에 대해》에서 아르키메데스는 같은 높이의 구
와 원기둥이 갖는 부피의 비율을 정리하였다.
∙《원뿔의 단면에 대해》- 원뿔을 잘랐을 때 나타나는 원, 타원, 포물선에 대해 정리한
저서이다.
∙《부체에 대해》- 다면체를 물에 띄웠을 때 무게 중심과 균형을 정리하였다.
∙《포물선의 구적법》- 포물선으로 둘러
∙《오스토마치온》- 아르키메데스의 상자라고도 불리는 오스토마치온은 칠교와 같이 정
사각형을 여러 개의 도형으로 분할 한 퍼즐이다.
∙《아르키메데스의 가축 문제》- 아르키메데스는 일종의 디오판토스 방정식 문제인 가
축 문제를 만들어 내었다. 이 부정 다항 방정식의 해는 매우 큰 수로, 아르키메데스는
동시대의 수학자 아폴로니우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1880년 계산된 아르키메데스 가축문제의 답은  × 이다.
∙《모래알을 세는 사람》-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와 같은 매우 큰 수를 10,000의 거
듭제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수학 정리의 방법》- 부체에 대해, 가축 문제, 모래알을 세는 방법 등이 수록된 저서
이다.

※ 평가지(조별보고서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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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잠수함을 제작하라

1학년 1학기

주 제 명

잠수함을 제작하라

적용 학년/시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 4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1

문제 상황
이해

주제중심, 문제해결 학습
소주제

잠수함이란?

2

잠수함의 원리Ⅰ
(뜨고 가라앉는
원리-밀도)

3

잠수함의 원리Ⅱ
(뜨고 가라앉는
원리-부력)

4

도 입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학 습
활 동
마무리

문제
도 입
해결을
잠수함의 원리Ⅲ
학 습
위한 활동
(잠수함의
활 동
모양과 평형)
마무리
도 입

잠수함의 원리Ⅳ 학 습
(추진, 방향) 활 동

5

마무리
도 입

6-8
문제해결

9-10

36

내가 설계한
학 습
잠수함Ⅰ
활 동
(계획서, 설계도
만들기)
마무리

내가 만든
잠수함Ⅱ
(잠수함
제작하기)

도 입

주요 내용

관련 교과

영화 감상을 통한 잠수함의 원리 찾기

과학,
기술,
수학

마인드맵 작성
잠수함 탐구 기준 정리하기
밀도 차 실험이나 생활의 예 장면 동영상
방울토마토, 삶은 메추리알 높이 조절 하기,
페트병 잠수함 만들기
뜨고 가라앉는 과학 원리에 대한 개념정리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관찰
물고기가 뜨고 가라앉는 원리 탐구하기(물고
기 해부), 스포이드 잠수함의 원리 탐구하기
부레의 역할 및 개념 정리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관찰 및 잠수함의 움직
임이 담긴 동영상 시청
잠수함의 모양 탐구하기(물고기의 모양), 잠
수함의 평형 유지 원리 탐구하기
유선형의 특징, 잠수함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 정리
고래와 상어의 유영 동영상 시청
잠수함 추진의 원리,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발표하기(풍선로켓 만들기, 스쿠류의 원리),
방향 전환의 원리 발표하기
압력,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
잠수함 내부 및 외형을 볼 수 있는 영화 시청
잠수함 전체 모양 그리기, 뜨고 가라앉는 원
리 설계하기, 잠수함의 내부 구조 및 평형 유
지 원리 구상하기, 추진기관 모양 및 방향 그
리기, 잠수함 제작에 필요한 역할 분담하기
설계내용을 모둠별로 발표 및 잠수함 설계와
관련된 이론 정리하기
전체 주제에 대한 소개 및 동영상 시청

학 습
잠수함 만들고 대회하기
활 동
마무리 제작한 잠수함을 통해 과학 원리를 총정리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기술,

과학,
기술,
수학,
미술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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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멋진 바다 속... 어떻게 탐험할 수 있을까? 누구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잠수함일
것이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잠수함은 핵탄두를 장착한 전쟁 속의 주인공의 모습이
다. 거대한 잠수함의 보유는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한다.
이런 잠수함이 미래의 관광 상품이 될 수는 없을까?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 속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만든 기발한 잠수함으로 우리나라
를 대표할 멋진 바다 속으로의 여행 상품을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잠수함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다.
- 잠수함의 종류를 알아보고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잠수함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
-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안다.
- 부레의 역할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 부력을 설명할 수 있다.
- 잠수함의 외형 및 내부 구조를 그릴 수 있다.

○ 과정 목표(감성적 체험 관련 내용 목표로 제시)
-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밀도 개념을 이해하고 밀도 차에 대한 실험을 찾아 이해할 수 있다.
- 잠수함이 뜨는 원리를 적용 설계할 수 있다.
- 이론에 부합하는 잠수함을 설계에 따라 만들 수 있다.
- 평가 점검표를 만들고 자신이 제작한 잠수함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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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과목 요소
S, T, E, A, M 각각과 관련되는 학습요소
○ S : 밀도, 부력,
○ T : 설계
○ E : 제작
○ A : 디자인
○ M : 계산, 측정

4. STEAM 단계 요소
Co, Cd, ET 등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Frame)에 따른 요소 제시

○ 상황제시 :
- 아름다운 바다 속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튼튼하고 안전한 잠수함을 제작하여야 하
는 임무를 부여한다.
- 메스실린더 중간에 방울토마토나 삶은 메추리알이 떠있는 예시 자료로 문제 상황
을 제시한다.
- 페트병 잠수함의 공기탱크를 제작할 수 있다.
- 부레의 역할을 물고기 해부를 통해 알아본다.
- 부력의 개념을 탐색하여 본다.
- 잠수함의 내부와 외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 추진하는 잠수함 모형이나 제작된 잠수함 모형 예시 자료로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 창의적 설계 :
-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탐색한다.
- 탐색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마인드 맵을 작성하여 본다.
- 밀도 개념을 이해하고 밀도차에 대한 실험을 팀별 토론을 통해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다.
- PET병, 풍선 등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잠수함의 공기탱크에 관한 원리를 실험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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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창의적인 실험설계를 할 수 있다.
- 물고기 해부실험을 통하여 부레의 역할을 추측해보도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
하여 발표한다.
- 물 보다 무거운 물체를 물에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조별토
론을 통하여 개념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 잠수함 전체의 모양을 그려보고, 잠수함이 뜨고 가라앉는 원리를 설계하고, 잠수함
의 내부 구조 및 평형 유지 원리를 구상하고, 추진기관 모양과 방향 전환의 원리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제작해야 할 잠수함을 창의적으로 설계해 본다.
- 설계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한 재료 점검하고 제작 계획한다.
- 역할 분담에 따라 잠수함을 제작한다.
- 잠수함 평가 점검표를 만들어 상호 평가한다.
- 자신의 잠수함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수정 보완한다.
- 제작한 추진 잠수함 발표문 작성 및 발표한다.
- 잠수함 대회를 개최한다.

○ 감성적 체험 :
- 영화 감상을 통하여 잠수함의 원리와 안전한 잠수함이 가져야 하는 조건을 이야기
해본다.
- 체험활동을 통하면 이론적인 강의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물고기의 해부를 통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 토의, 발표할 때는 항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지며 집단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모둠 원 전체가 잠수함 설계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동하는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활동을 통하여 산출물이 완성되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의사소통의 능력
및 분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잠수함 제작 및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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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작의도
과학실험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기초과학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수학적, 기술공학적
지식을 더하여 효율적 잠수함을 제작하며 예술적 감각과 경제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창
의적인 잠수함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르고자 한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삼삶 잠수함의 원리 찾아내기,
마인드맵 작성
문제상황을 제시한다.(아름다운 바
다 속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튼튼하고 안 ◦ 잠수함 관련 영화
전한 잠수함을 제작하여야 한다.)
◦ 잠수함 관련 이
CD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탐 미지 자료
잠수함이란?
◦ 필기도구
색한다.
탐색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마인 ◦ 조사학습 보고서
(잠수함 관련 자료)
드 맵을 작성하여 본다.
Co

과학
기술
계획하기
수학

1

영화 감상을 통하여 잠수함의 원리
와 안전한 잠수함이 가져야 하는 조건
을 이야기해본다.
ET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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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원리

2

삼삶 방울토마토, 삶은 메추리알 ◦ 본 실험 예시 자
높이 조절하기, 페트병 잠수함 만들기 료, 밀도 차 실험이
(페트병＋고무풍선)
나 생활의 예 장면
Co 메스실린더 중간에 방울토마토나 동영상 준비
삶은 메추리알이 떠있는 예시 자료로 ◦ 필기도구, PC(인
잠수함의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터넷 검색용)
원리Ⅰ
페트병 잠수함의 공기탱크 를 제작할 ◦ 방울토마토, 삶
(뜨고
수 있다.
은 메추리알, 지우
가라앉는
CD 밀도 개념을 이해하고 밀도차에 대 개, 비커, 소금, 약
원리-밀도)
한 실험을 팀별 토론을 통해 설계하고 수저, 눈금 실린더,
전자저울
시행할 수 있다.
PET병, 풍선 등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 PET병(작은 것)
잠수함의 공기탱크에 관한 원리를 실험 2개, 수조, 고무호
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실험설계를 수, 풍선, 칼, 옷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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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체험활동을 통하면 이론적인 강의
이 2개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흥미를 가질 수 있다.
ET

삼삶 물고기가 뜨고 가라앉는 원
리 탐구하기, 부력 이해하기
부레의 역할을 물고기 해부를 통해
알아본다.
부력의 개념을 탐색하여 본다.
Co

물고기 해부실험을 통하여 부레의
역할을 추측해보도록하고 다양한 방법
잠수함의
으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원리Ⅱ
물 보다 무거운 물체를 물에 뜨게 하려
(뜨고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조
가라앉는
별토론을 통하여 개념을 정리하여 발표
원리-부력)
하도록 한다.
CD

과학

과학적
원리

2

◦ 수조, 빨대, 고
무찰흙, 물고기, 해
부 세트, 물고기 구
조도
◦ 필기도구, PC(인
터넷 검색용)

물고기의 해부를 통하여 생명을 소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토의, 발표할 때는 항상 과학적인 근거
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의사
소통 능력이 길러지며 집단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ET

과학
기술
수학
미술

잠수함
제작
계획서,
설계도
만들기

2

삼삶 잠수함의 외형 및 내부 구
조 그리기
잠수함이 뜨고 가라앉는 원리 설계하기
잠수함의 평형 유지 원리 구상하기
잠수함의 추진 모양 및 방향 전환 원리
◦ 잠수함 내부 및
설계하기
외형을 볼 수 있는
내가 설계한 잠수함 제작에 필요한 역할 분담하기
영화
Co 잠수함의 내부와 외형은 어떻게 생
잠수함Ⅰ
◦ 필기도구, PC(인
겼을까요?
(계획서,
터넷 검색용)
CD 잠수함 전체의 모양을 그려보고, 잠
설계도
◦ 모눈종이, 자,
만들기)
수함이 뜨고 가라앉는 원리를 설계하고,
컴퍼스, 각도기, 색
잠수함의 내부 구조 및 평형 유지 원리
연필, 사인펜
를 구상하고, 추진기관 모양과 방향 전환
의 원리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제작해
야 할 잠수함을 창의적으로 설계해 본다.
모둠 원 전체가 잠수함 설계에 필
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동하는 체계적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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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통하여 산출물이
완성되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의사
소통의 능력 및 분업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삼삶 추진 잠수함 만들고 대회하기
추진하는 잠수함 모형이나 제작된
잠수함 모형 예시 자료로 문제 상황 제
시한다.
Co

설계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한 재료
점검하고 제작 계획한다.
역할 분담에 따라 잠수함을 제작한다.
내가 만든 잠수함 평가 점검표를 만들어 상호 평
잠수함Ⅱ 가한다.
(잠수함
자신의 잠수함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수
제작하기) 정 보완한다.
제작한 추진 잠수함 발표문 작성 및 발
표한다.
잠수함 대회를 개최한다.
CD

과학
기술 잠수함
수학 제작하기
미술

3

잠수함 제작 및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
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ET

◦ 제작한 잠수함
예시 자료, 제작한
잠수함과 잠수함
대회 장면 동영상
준비
◦ 필기도구, PC
(인터넷 검색용)
◦ 잠수함 설계도
및 계획서
◦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재료
를 팀별로 준비

7. 평가 계획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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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방법

1

밀도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지필평가/포트폴리오

2

잠수함과 부력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지필평가/포트폴리오

3

잠수함이 뜨는 과학 원리를 설명하고 관련된 창의적 실험을 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포트폴리오

4

잠수함이 가라앉는 과학 원리를 설명하고 관련된 창의적인 실험
을 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포트폴리오

5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잠수함을 창의적으로 제작할 있는가?

관찰평가/포트폴리오

6

잠수함이 물속에서 무게 중심을 잡도록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관찰평가/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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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잠수함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가?

관찰평가/포트폴리오

8

잠수함이 창의적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는가?

관찰평가/동료평가

9

잠수함 설계를 과학 원리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설계도를 작성
하였는가?

관찰평가/동료평가

10

잠수함을 과학 원리와 함께 창의적으로 제작하였는가?

관찰평가/동료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2차시]
○ 학습 주제
이 활동은 ‘잠수함 만들기’의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잠수함의 뜨고 가라앉
는 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밀도 차에 의한 부력에 대한 실험 설계와 관련된 내용
입니다. 수중에서 잠수함이 뜨고 가라앉는 원리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해 나가게 됩니다.

○ 준비물
- 필기도구, PC(인터넷 검색용)
- 방울토마토, 삶은 메추리알, 지우개, 비커, 소금, 약수저, 눈금 실린더, 전자 저울
- PET병(작은 것) 2개, 수조, 고무호수, 풍선, 칼, 옷걸이 2개

○ 도입
- 전체 주제에 대한 소개 및 동기를 유발시킨다.
- 본 프로젝트에 관련된 동영상으로 시청하기
(밀도차 실험이나 생활의 예 장면 동영상 준비 자료를 간략하게 보여주기)
- 활동안내와 학습목표를 확인시킨다.

○ 활동 1：밀도차에 대한 삶은 메추리알 높이 조절하기
- 문제 상황 제시
(메스실린더 중간에 방울토마토나 삶은 메추리알이 떠있는 예시 자료로 문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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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
- 준비물 점검하고 역할 분담하기
- 활동지를 통하여 교사 예시 자료가 되도록 밀도에 대한 팀별 토론을 통해 실험 설
계하고 실험하기
(물과 삶은 메추리알이나 방울토마토의 밀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기, 눈금 실
린더와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물과 삶은 메추리알과 방울토마토의 밀도를 구해보고
데이터 구하기, 삶은 메추리알과 방울토마토는 물의 어느 지점에 위치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토론하기, 삶은 메추리알과 방울토마토를 물 위로 띄우는 방법을
생각해보기, 소금을 이용하여 삶은 메추리알과 방울토마토를 물 위로 띄워보거나
중간에 가라앉게 만들기, 삶은 메추리알과 방울토마토가 물위로 뜰 때의 소금물의
밀도를 구하기)
- 실험결과 처리 방법 및 해석하기
- 밀도에 대한 결론

○ 활동 2：페트병 잠수함의 공기탱크 만들기
- 문제 상황 제시
(주어진 재료를 선택하여 모둠별로 토론하여 창의적인 공작활동을 통해 PET병을
외부 힘에 의해 뜨고 가라앉는 방법 생각하기)
- 물위와 물속 등 PET병과 물과의 상호작용 관찰하기
- PET병을 가라앉을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 PET병을 뜰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 PET병을 이용하여 잠수함을 만들기

○ 마무리
- 본 시간에 배운 뜨고 가라앉는 과학 원리에 대한 개념정리하기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 프로젝트 전체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한다.
- 창의적 설계 방향 :
① 실험 설계는 그림과 자세한 설명을 실험보고서를 사용하고 팀별 특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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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② 데이터 처리 및 결과를 표나 그래프를 이용하도록 한다.
③ 결과를 해석할 때 잠수함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PET병, 풍선 등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잠수함의 공기탱크에 관한 원리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설계를 하도록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
토의, 발표할 때는 항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여 논리적이고 합리
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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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 자료

1. 질량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에 속도 변화가 잘 되지 않는 정도. 즉, 그 물체의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은 작용한 힘을 가속도(속도 변화의 비율)로 나눈 값을 말하며, 물체에 고유한
양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므로,
표준물체(킬로그램 원기)에 작용하는 중력을 비교하여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관
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질량과 중력을 비교해서 구하는 질량과는 원리적으로 구별되므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관성 질량, 후자를 중력 질량이라 부르고 있다. 천칭에
의한 질량 측정에서는 중력질량이 측정된다.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일치한다는 것은 정
밀한 실험에 의하여 확인되어 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g) 등으로 주어진다.

2. 밀도
물질의 질량을 그 체적(부피)으로 나눈 양, 단위 체적당의 질량. 단위는 ㎏/㎥, g/㎤ 등으
로 나타내며, 넓은 의미로는 어떤 양(예컨대, 전기량과 같은 물리량, 생물의 개체 수)이 공
간이나 면에 분포해 있을 때, 일정 단위의 체적 또는 면적에 포함되는 양을 나타낸다.

3. 잠수함의 잠수원리
잠수함의 잠수 원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한 물체의 일부 또는 전부
가 어떤 액체 속에 잠겨 있으면 그 물체에 의해 밀려나온 액체의 중량과 크기가 같고 방향
이 반대인 상항력(부력)이 그 물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잠수함은 바닷물 속에 잠수되어 있을 때 잠수함의 압력선체(사람이 활동하고 장비가
탑재되는 밀폐된 공간)의 체적만큼 가벼워지는데 이 부력이 잠수함의 무게와 같을 때 잠수
함은 바닷물 속에서 뜨거나 가라앉지 않게 된다. 만약 이 상태에서 잠수함이 부력을 더 가
지게 된다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현대 잠수함에서는 주로 공기탱크를 압력선체 외부에 설치하여 공기 탱크 내에서 물이
채워졌을 때 잠수함의 무게가 부력과 같아지도록 조정하고 수면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공
기탱크 내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잠수는 공기탱크 내의 공기를 밖에
서 배출할 수 있도록 공기탱크 상부에 있는 차단밸브를 열어서 이루어지며 이때 자유 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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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바다 물이 유입되어 공기탱크를 채우게 된다. 차단 밸브의 개폐와 공기탱크 내로 압
축공기 공급은 압력선체 내에서 조작한다. 잠수함에 승선 인원 또는 장비가 추가되어 무거
워질 경우 무거워진 만큼의 무게를 보상하기 위한 물탱크를 별도로 압력선체 내에 설치하
여 물탱크내의 물을 함외로 배출하여 무거워진 무게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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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잠수함의 뜨고 가라앉는 원리Ⅰ- 밀도
1. 삶은 메추리알의 높이를 조절하라.

생각해보기

물과 삶은 메추리알(방울토마토)의 밀도를 구할 수는 없을까요? 자
신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래의 빈칸에 적어보세요.

실험해보기

눈금 실린더와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물과 삶은 메추리알과 방울토
마토의 밀도를 구해보고 데이터를 구하여 보세요.
구분

소금 무게

물 무게

소금물 부피

밀도

결과

1차
삶은 메추리알

2차
3차
1차

방울 토마토

2차
3차

생각나누기

삶은 메추리알과 방울토마토는 물의 어느 지점에 위치할까요? 그렇
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하여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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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삶은 메추리알(방울토마토)를 물 위로 띄우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실험해보기

소금을 이용하여 삶은 메추리알(방울토마토)를 물 위로 띄워보거나
중간에 가라앉게 만들어보세요.(사진 첨부하기)

밀도구하기

삶은 메추리알(방울토마토)가 물위로 뜰 때의 소금물의 밀도를 구하
여보세요.

밀도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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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트병 잠수함의 공기탱크 만들기
생각해보기

물위와 물속 등 PET병과 물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PET병을 뜨
거나 가라앉게 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여 아래의 빈칸에 정리하여 보세요.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 하여 보세요.

발전과제

PET병을 이용하여 잠수함을 제작하여보세요.

읽기자료

1. 질량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에 속도 변화가 잘 되지 않는 정도. 즉, 그 물체의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은 작용한 힘을 가속도(속도 변화의 비율)로 나눈 값을 말하며, 물체에 고유한
양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므로,
표준물체(킬로그램 원기)에 작용하는 중력을 비교하여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관
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질량과 중력을 비교해서 구하는 질량과는 원리적으로 구별되므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관성 질량, 후자를 중력 질량이라 부르고 있다. 천칭에
의한 질량 측정에서는 중력질량이 측정된다.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일치한다는 것은 정
밀한 실험에 의하여 확인되어 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g) 등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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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도
물질의 질량을 그 체적(부피)으로 나눈 양, 단위 체적당의 질량. 단위는 ㎏/㎥, g/㎤ 등으
로 나타내며, 넓은 의미로는 어떤 양(예컨대, 전기량과 같은 물리량, 생물의 개체 수)이 공
간이나 면에 분포해 있을 때, 일정 단위의 체적 또는 면적에 포함되는 양을 나타낸다.

3. 잠수함의 잠수원리
잠수함의 잠수 원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한 물체의 일부 또는 전부
가 어떤 액체 속에 잠겨 있으면 그 물체에 의해 밀려나온 액체의 중량과 크기가 같고 방향
이 반대인 상항력(부력)이 그 물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잠수함은 바닷물 속에 잠수되어 있을 때 잠수함의 압력선체(사람이 활동하고 장비가
탑재되는 밀폐된 공간)의 체적만큼 가벼워지는데 이 부력이 잠수함의 무게와 같을 때 잠수
함은 바닷물 속에서 뜨거나 가라앉지 않게 된다. 만약 이 상태에서 잠수함이 부력을 더 가
지게 된다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현대 잠수함에서는 주로 공기탱크를 압력선체 외부에 설치하여 공기 탱크 내에서 물이
채워졌을 때 잠수함의 무게가 부력과 같아지도록 조정하고 수면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공
기탱크 내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잠수는 공기탱크 내의 공기를 밖에
서 배출할 수 있도록 공기탱크 상부에 있는 차단밸브를 열어서 이루어지며 이때 자유 충수
구로 바다 물이 유입되어 공기탱크를 채우게 된다. 차단 밸브의 개폐와 공기탱크 내로 압
축공기 공급은 압력선체 내에서 조작한다. 잠수함에 승선 인원 또는 장비가 추가되어 무거
워질 경우 무거워진 만큼의 무게를 보상하기 위한 물탱크를 별도로 압력선체 내에 설치하
여 물탱크내의 물을 함외로 배출하여 무거워진 무게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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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기 창체

주 제 명

꿀벌이 준 선물
꿀벌이 준 선물

적용 학년/시기 중학교 1학기 창체
적용 모형
차시

1-2

단계

교과중심, 문제해결 학습
소주제

벌집의
구조를
밝혀라.

주요 내용

도입

벌집 또는 벌집의 구조를 활용한 사진 및 동영상시청

학습
활동

수리논술,
벌집구조의 비밀(정다각형 테셀레이션),
창의적 공간 활용 가구 디자인

관련 교과

수학

마무리 테셀레이션 분석 보고서, 수리논술, 가구디자인 발표

3-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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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이 준
선물

꿀벌이
가르쳐 준
교훈

도입

벌집의 활용에 대한 마인드 맵 작성

학습
활동

천연 벌집을 이용한 나만의 양초 만들기

마무리

양초제작과정에서 사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표
하기

도입

A4 용지로 만들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한 마인드 맵
작성

학습
활동

A4 용지로 무게를 가장 잘 견이는 구조물 만들기

마무리

자신이 만든 구조물을 소개하고 제작 시 사용한 과
학, 기술, 수학적 원리 발표하기

과학,
미술

기술

중학교 창체 5월❙꿀벌이 준 선물

1. 주제 개요
벌집의 구조와 활용이라는 상황을 교과중심으로 융합한 문제해결학습 형태의 프로그
램이다. 벌집에 관한 탐구를 수학, 과학, 기술교과 중심으로 각각 2차시씩 구성하였으며
체험활동을 통하여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원리를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본 프
로그램은 제작되었다. ‘꿀벌이 준 선물’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과학적,
수학적, 기술공학적 원리를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며 제품의 설계와 제작, 테스트
의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 시키고, 하고자하
는 욕구 및 열정 등을 불러일으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벌집구조의 효율성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천연양초 제작을 통하여 양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 A4 용지를 이용하여 무게를 가장 잘 견디는 구조물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

○ 과정 목표(감성적 체험 관련 내용 목표로 제시)
- 자연으로부터의 수학적 발견, 과학적, 기술적 발명의 암시를 체험하고 자연의 신비
로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 제작 및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
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S, T, E, A, M 각각과 관련되는 학습요소
○ S : 벌집 및 양초의 재료가 갖는 성질
○ T : 구조물의 구상과 설계
○ E : 다양한 기계요소
○ A : 제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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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정다각형 테셀레이션

4. STEAM 단계 요소
Co, Cd, ET 등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Frame)에 따른 요소 제시

○ 상황제시 :
- 꿀벌이 벌집을 지을 때 정육각형을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 벌집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구상하여본다.
- A4 용지를 이용하여 무게를 가장 잘 견디는 구조물을 만들어본다.

○ 창의적 설계 :
-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으로부터 벌집의 구조의 효율성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본다.
- GSP등 다양한 수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실용성과 심미성, 경제성 등 다양한 방
면을 모두 고려한 창의적인 공간 활용 가구디자인을 하여본다.
- 양초가 타는 원리 등 양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자유롭게 탐구하여
본다.
- 천연양초 제작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여보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자기만의 천
연양초를 만들어 볼 수 있다.
- 다양한 구조물을 탐구 조사하여보고 자신만의 구조물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제
작하여 본다.

○ 감성적 체험 :
- 자연으로부터의 수학적 발견, 과학적, 기술적 발명의 암시를 체험하고 자연의 신비
로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 제작 및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
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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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작의도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경제적인 구조이면서 가장 균형있
게 힘을 분배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는 벌집에 대한 탐구활동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
다움과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벌집의 구조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삼삶
꿀벌이 벌집을 지을 때 정육각형을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Co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으로부터 벌
집구조의 효율성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마분지, 도형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본다.
벌집의 구조를
GSP등 다양한 수학 소프트웨어를 사용 가위 풀, 필기도구,
밝혀라.
GSP 등
하고, 실용성과 심미성, 경제성 등 다양
한 방면을 모두 고려한 창의적인 공간
활용 가구디자인을 하여본다.
CD

수학

2

자연으로부터의 수학적 발견, 과학
적, 기술적 발명의 암시를 체험하고 자연
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ET

삼삶
벌집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
품을 구상하여본다.
Co

양초가 타는 원리 등 양초에서 발
견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자유롭게
벌집, 양초 틀,
탐구하여 본다.
심지, 나무젓가락,
천연양초 제작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
물, 그릇 등
여보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자기만
의 천연양초를 만들어 볼 수 있다.
CD

과학

2

벌집이 준
선물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한 활동
을 통하여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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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삶
A4 용지를 이용하여 무게를 가장
잘 견디는 구조물을 만들 어 본다.
Co

다양한 구조물을 탐구 조사하여보
꿀벌이 가르쳐 고 자신만의 구조물을 창의적으로 디자 A4 용지, 필기도구,
준 교훈
가위, 접착제 등
인하여 제작하여 본다.
CD

기술

2

제작 및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
을 얻을 수 있다.
ET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1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을 이해하고 벌집구조와의 관계를 알며 이
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가구디자인을 하고 있는가?

2

양초 제작 과정 속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
이디어가 나타나있는가?

3

구조물의 기술, 수학,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
이디어가 나타나있는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1~2차시]
○ 학습 주제
벌집의 구조를 밝혀라.

○ 준비물
마분지, 도형본, 가위, 풀, 필기도구, GS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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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포트폴리오
(결과 보고서),
수리논술 평가
포트폴리오
(결과 보고서),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결과 보고서),
관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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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벌집 또는 벌집의 구조를 활용한 사진 및 동영상시청

○ 활동 1：수리논술
- 꿀벌이 정육각형을 사용하여 벌집을 지은 이유

○ 활동 2：벌집구조의 비밀
-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수학적 원리)
- 나는야 창의적 디자이너(벌집구조를 이용한 공간 활용 가구디자인)

○ 개념 이해
- 정다각형 테셀레이션 으로부터 벌집구조의 효율성을 이해한다.

○ 마무리
- 테셀레이션 분석 보고서, 수리논술, 가구디자인 발표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 수리논술 시 테셀레이션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창의적 설계 방향 : 가구디자인을 할 때 GSP등 다양한 수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용성과 심미성, 경제성 등 다양한 방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 벌집구조의 탐구를 통하여 자연으로부터의 수학적 발견, 과
학적, 기술적 발명의 암시를 체험하고 자연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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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 자료

1. Tessellation - A pattern of shapes that fit perfectly together!
A Tessellation (or Tiling) is when you cover a surface with a pattern of flat shapes so that
there are no overlaps or gaps.
Examples:

Rectangles

Octagons and Squares

Different Pentagons

2. Regular Tessellations

- A regular tessellation is a pattern made by repeating a regular polygon.
- There are only 3 regular tessellations:

Triangles
3.3.3.3.3.3

Squares
4.4.4.4

- Look at a Vertex ...
A vertex is just a "corne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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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gons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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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shapes meet here?

Three hexagons meet at this vertex, and a hexagon has
6 sides.
So this is called a "6.6.6" tessellation.

* For a regular tessellation, the pattern is identical at each vertex! *
http://www.mathsisfun.com/geometry/tessell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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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벌집의 구조를 밝혀라.
비행기 구조 연구자들은 벌집의 구조를 탐구하여 재료를 절약하고 비행기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벌집식사이층 '구조물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런 구조물은 속이 비고 두 끝이 금속
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 비지 않은 구조물보다 강도가 높고 무게도 속이 비지
않은 구조물의 몇 분의 1밖에 안되며 소리나 열을 격리시키는 성능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공예에서도 '벌집식사이층' 구조물은 큰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명
의 아이디어를 주는 벌집 구조의 비밀을 밝혀 봅시다.

도전! 수리논술

꿀벌이 꿀을 저장하면서 살아가는 벌집을 살펴보면 정육각기
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정육각형의 도형을 선택하였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수학
적 이유를 아래의 빈 칸에 서술하여 보세요. [500자 내외]

이곳은 도전! 수리논술을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후 수리논술답지에 서
술하여주세요. 수리논술이 완성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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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논술답안지

학교

학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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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구조의 비밀
1. 정다각형 테셀레이션(regular tessellation)
<정의> 정다각형 테셀레이션(Regular Tessellation)은 한 가지 정다각형으로만 테셀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을 하려면 한 종류의 정다각형을 한 꼭짓점에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등 몇 개를 모았을 때 평면을 빈틈없이 채워야 합니다.
가능한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을 한 점을 중심으로 배열하여보세요.
<예시>

6개를 붙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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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배열도 함께
표시해보세요.

생각더하기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의 개수가 한정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검증해보세요.

증명 > 한 점이 개의 정 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정 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________ 이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인 정수)
를 만족해야 한다. 이 식을 정리하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다.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뿐이다.
따라서,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다각형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다.

생각해보기

정다각형 테셀레이션과 벌집구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벌들은 벌집에 정육각형을 선택했을까요? 지난 시간과 달라진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 정
리하여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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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창의적인 디자이너(개별활동)

벌집구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 인테리어가구를 디자인하여 보세요.

※ 평가지(개별보고서, 수리논술 답안지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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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기의 효율적 이용

3학년 1학기

주 제 명

전기의 효율적 이용

적용 학년/시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 6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주제 중심
소주제

주요 내용

관련 교과

도 입 전기를 활용하는 생활 주변 기기

1~2

주제
확인

전기의 발생
학 습 전기를 발생하는 원리
전자 유도 현상 활 동 전자, 전하량 등 전기의 특성 이해

과학,
기술

마무리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도 입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의 이동

3

전기의 수송

학 습 발전소에서 전기가 전달되는 과정
활 동 발전기

기술

마무리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 탐색하기
도 입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은 어떻게 작동할까?

전기의 에너지 변환
학 습 전기 제품의 디자인 분석
탐색 및
4~6
전기 제품의 원리
활 동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적 제품 분석
탐구
전기 에너지 변환을 고려한 디자인
활동

기술

마무리 자신이 구상한 전기 제품 디자인 발표
도 입 전력량계는 무엇에 쓰는 물건?

7~8

전기 요금의 이해
전기 요금 체계
전기 사용량 측정 학 습
전기 사용량 측정하기
효율적인 전기 활 동
가전 기기별 전기 사용에 대한 이해
이용의 설계
마무리 효율적인 전기 기기 이용 설계

기술

도 입 전기 사용 요금 고지서는 어떻게 생겼나?

9~10

가정 전기 기기의
가전 기기별 전기 사용값 확인
탐구결과
학 습
소비 전력 계산
단위 시간별 사용값 이해
활 동
정리
및 상대적 비교
휴대 전화 배터리 용량에 대한 이해

수학

마무리 전기의 올바른 이용에 대해 이해하기

65

STEAM 교육 따라잡기 (중학교)

1. 주제 개요
전기의 개념과 전기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고, 전기가 발생되는 발전소, 발전소에서 직
접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인 발전기, 생산된 전기가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송전과 배전의
과정 등을 이해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제품의 원리를 파악하고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요금 체계를 분석하여 전기 요
금을 계산할 수 있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전기와 전자 유도 현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 전기의 발생과 전달의 과정을 이해한다.
- 전기 발생의 기초가 되는 발전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가전 기기의 구조를 이해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가전 기기를 사용자에게 적합한 구조로 디자인 할 수 있다.
-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여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 과정 목표(감성적 체험 관련 내용 목표로 제시)
- 전기를 아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전기 요금 체계를 이해하고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 가전 기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3. STEAM 과목 요소
S, T, E, A, M 각각과 관련되는 학습요소
○ S : 전기, 전자 유도 현상
○ T : 전기 제품의 활용
○ E : 발전기의 원리
○ A : 전기 제품의 디자인
○ M : 가전 기기별 전기 요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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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Co, Cd, ET 등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Frame)에 따른 요소 제시

○ 상황제시
-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강한 지진으로 해일이 발생하고, 원자력 발전소
가 붕괴 되면서 일대 지역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생각해본다.
- 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전기가 발생되어 전
달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 전기 기기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전기 요금 체제를 분석하고, 제품별 전기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데, 휴대 전화의 배터리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전
기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조사, 실험할 수 있다.

○ 창의적 설계
- 전기를 아껴 쓰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 다양한 전기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 할 수 있다.

○ 감성적 체험
-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직접 측정하여 전기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율
적인 전기의 사용에 대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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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시기

주제

관련
교과

STEAM 과목 요소 및 단계 요소

단원(지도 요소) 시수

삼삶 /

Co

CD

ET

삼

과학

상황 제시
전기의 발생
전자 유도 현상

전기 요금의 기준이 되는 전력량계(적산전력계)의
수치를 보고, 전기 요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며, 효
율적으로 전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Co

2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
하고 전기의 발생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ET

삼
과학
기술

잔디
인형을
만들어
봅시다.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소의 위치, 발전 방법에
따른 장단점, 발생된 전기를 운송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 이해
Co

발전소, 발전기
송전, 배전
전기 저항

1

CD

전기를 운송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

ET

고전압의 전기를 운송하기 위한 과정

삼
전기 제품의 원리
기술
전기 제품 디자인
미술
하기

전기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문제 상
황을 이해
Co

3

전기를 활용한 제품의 디자인적 분석
전기를 활용하는 제품의 재질 및 사용작의 특
성에 대한 디자인적 이해
ET

전기 요금의 이해
전기 사용량의
기술
측정
효율적인 전기
이용의 설계

삼
2

Co

전기 요금의 책정 기준에 대한 이해

CD

전기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획 수립

ET

전기 사용에 대한 수치적 이해

삼삶
수학

가정 전기 요금
계산하기

1

Co

전기 요금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

CD

전기 요금 계산식 수립

ET

전기 요금의 금액적 가치 이해

6. 평가 계획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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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방법

1

전기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지필 평가

2

전기 기기의 전기 사용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 분석하였는가?

수행 평가

3

전기 기기의 전력량에 따른 전기 사용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가?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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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1차시 : 전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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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회로의 구성
① 전기 ( 회로도 ) : 전기회로 내의 기구를 간단히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 그림

<회로도>

<실체도>
② 전기 회로 구성 3요소 : (

전원

,

부하

,

도선

)

㉠ ( 전원 ) :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
- 단위 : 전압 ( V )
- 종류 : (

직류전원

,

교류전원

)

㉡ ( 부하 ) :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전기 기기.
- 단위 : 소비전력 ( W )
㉢ ( 도선 ) : 전원과 부하를 연결하여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전선
③ 회로도에 사용하는 부품과 기호

2) 옴의 법칙 (Ohm's law)
① ( 전압 ) :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가해주는 전기적인 압력
- 단위 : [ V ] 볼트

- 기호 : V

② ( 저항 ) :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 단위 : [ Ω ] 옴

- 기호 : R

③ ( 전류 ) : 전원으로부터 부하에 공급되는 전기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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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A ] 암페어

- 기호 : I

생각을 키우자 !
옴은 각각의 금속에 따라 전류가 흐르
는 양을 측정하는 실험과 같은 금속일
때 양 끝 온도 차이를 두어 전압의 크기
를 달리하여 전류가 흐르는 양을 측정하
였다. 이 실험을 통해 옴은 저항과 전류
의 관계,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증명하
고 옴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3) 직류와 교류
① 직류 ( DC ) - 直流
- 전류 방향 : 항상 크기가 일정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 장점 : 저장이 가능하며, 안정적이다.
- 사용 : 휴대용 건전지, 휴대용 배터리, 전자제품 내부
② 교류 ( AC ) - 交流
- 전류 방향 : 일정 시간마다 (+), (-)가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일정한 방향이
없고 교대로 흐른다. 우리나라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은 교류로서 주
파수 60Hz, 즉 1초에 전류의 방향이 교대로 60번 바뀐다.
- 장점 :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송, 배전에 교류 전원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교류는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압의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훨씬 효
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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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 가전제품

3차시 : 전기의 발생과 전달
1.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전기
1) 전기의 발생과 수송 경로

① ( 송 전 )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는 것
② ( 배 전 ) : 변전소에서 가정이나 공장까지 보내는 것
③ 2차 변전소에서 우리 가정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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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소의 종류
① ( 원자력 ) 발전소
● 전기에너지 발생순서
핵분열과 열 발생 - ( 냉각재 )의 열 운반 물 끓이기 - 증기 발생 - 증기 터빈 회전 - 발
전기 - 전기 공급
- 응축기1) - 급수 펌프
● 냉각재인 중수와 경수의 차이는?
② ( 수력 ) 발전소
● 전기에너지 발생순서
댐에 물 모으기 - 물의 유입 - 수차의 회전 발전기 - 전기 공급
● 수력 발전소 종류
( 수로식 , 댐식 , 댐수로식, 유역변경식, 양수
발전식 )
③ ( 화력 ) 발전소
● 전기에너지 발생순서
보일러에 연료 공급 - 물 끓이기 - 증기 발생
- 증기 터빈 회전 - 발전기 - 전기 공급 - 복
수기2) - 급수 펌프
● 화력 발전소 연료
고체연료( 석탄 ), 액체연료 ( 석유 ), 기체연
료( LNG )
1) 응축기 : 증기를 냉각하여 응축하는 장치
2) 복수기 : 수증기를 냉각하여 응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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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풍력 ) 발전소
● 특징
( 바람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풍력에너지를 이
용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
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바꾸
는 기술로 연간 평균 풍속이
매초 4m 이상 되는 곳에서
가능하다.
⑤ ( 파력 ) 발전소

● 특징
파력발전이란 파도의 상하 운동을 에너지 변
환장치를 통하여 기계적인 회전운동 또는 축
방향 운동으로 변환시킨 후 전기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방법

⑥ ( 조력 ) 발전소
● 특징
조수 간만의 수위차가 큰 내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내만의 수위 차
를 이용하여 수력발전과 같은 원리로
발전한다. 그러나 조석은 12.5시간
(재생기간)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양쪽의 수면이 비슷해지면 발전기를 돌릴 수 없다. 따라서 30%의 시간 동안은 발
전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위 차가 클 때 터빈을 돌려 압축 공기를
만든 후, 이 압축 공기를 일정한 속도로 분출하여 발전한다. 결국 조력 발전에는 많
은 공사비가 들며 발전 효율이 낮다. 경기만 일대는 조차가 6m 이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조력 발전이 가능한 6대 후보지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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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태양광 ) 발전
● 특징
태양빛의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
으로, 빛을 흡수하면 표면에 전자가 생겨 전기
가 발생하는 효과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⑧ ( 태양열 ) 발전

● 특징
태양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태양열 → 기계에너지 → 전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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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시 : 전기 제품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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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의 이용
① 전기의 장점
- 제어하기 쉽다.
- 친 환경적이다.
-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쉽다
- 송전 및 운송이 편리하다.
② 전기의 단점
- ( 감전 )의 위험이 있다.
- ( 화재 )의 위험이 있다.
-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③ 전기의 이용 분야 (왼쪽 그림을 보고 오른쪽 빈칸을 채워 넣으시오.)

1. 열을 이용한 가전기기
1) ( 전기 다리미 )
① ( 바이메탈 ) : 자동으로 온도 조절해주는 것
② 니크롬선3) : 발열체로 다리미를 뜨겁게 해준다.
2) ( 전기 밥솥 )
① 열판과 내부 솥을 접촉시켜 밥을 짓는 방식

3) 니켈 60∼84％, 크롬 12∼20％, 철 0∼26％, 망간 1∼2％의 성분으로 구성된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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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기 난로 )
① 니크롬선 : 발열체에서 발생한 열로 실내를 따뜻하게 해준다.
② 석영관 내에 ( 니크롬선 )을 삽입하여 만든다.
③ 반사판 :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 스테인리스 강 ) 을 사용한다.
④ 전기 소모량이 많지만 냄새가 나지 않고, 산소결핍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4) ( 전기 그릴 )
① 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 기기
② 육류를 구울 때 기름이 튀지 않으므로 편리하다.
5) ( 전기 장판 )
① 전기를 이용해 쉽게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
전기기
② 장판을 접거나 구부리면 내부 전열선이 파손되어
누전 및 합선의 위험이 있다.
③ ( 전자파 ) 발생으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2. 동력을 이용한 가전 기기
1) ( 전기 선풍기 ) : 전동기 축에 연결되어 있는 날개를 회전시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
는 가전 기기
① 에어컨은 선풍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소모되므로 가급적 선풍기를 사용하자.
② 선풍기는 강중약 조절에 따라 10W 정도의 전력 차이가 나므로 가능하면 약하게 사용
③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모터가 과열되고 효과도 떨어지므로 2시간 이하 사용
④ 바람의 방향은 자연풍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사용
2) ( 전기 세탁기 ) : 세탁기 밑부분에 있는 전동기가 회전하여 세탁조의 회전 날개를 돌
려서, 이때 생기는 물의 마찰에 의하여 세탁을 하는 가전 기기
① 일반세탁물의 세탁시간(탈수시간제외)은 10분 이내
② 세탁량에 따라 소모되는 전기량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세탁물은 모아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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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기 청소기 ) : 미세한 먼지 등을 청소할 때 효과적인 가전 기기
4) ( 전기 냉장고 ) :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가전기기
① 원리
- ( 압축 ) → ( 응축 ) → ( 팽창 ) → ( 증발 )
- 액체가 기체로 변환할 때 생기는 ( 기화열 )을 이용
- 냉매로 ( 프레온 ) 가스가 주로 사용됨
② 사용시 주의사항
-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다.
- 냉장고내 음식물 용량은 60%정도가 적당하다.
- 음식물을 넣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넣는다.
- 냉장고 뒷면은 벽으로부터 적어도 10㎝ 뗀다.

생각을 키우자 !
● 김치냉장고
일반적으로 갓 담은 김치는 pH 5.5의 약한 산성이지만 2~7℃에서 3주
정도 발효시키면 pH 4.2~4.3 정도가 되어 가장 좋은 맛을 낸다고 알려져
있다. 그 뒤에도 발효가 계속되면 산도가 점점 높아져 시어지게 된다. 김
치 냉장고는 김치가 맛있게 발효된 상태를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시키면서
김치 속의 숨은 맛을 찾아내 준다. 내부 온도를 거의 0℃로 유지, 발효를 일정 정도까지
만 지속시키고 더 이상 시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일반 냉장고와는 달리 문 위치가 윗부분
에 있어 문을 열어도 냉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고안되어 빈번히 사용해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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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파를 이용한 가전 기기
1) ( 전자 레인지 ) : 매우 빠르게 진동하는 ( 마이크로파 )에 의해 음식을 데우는 가전 기기
① 주의 사항
- 마이크로파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떨어져 있는다.
- 달걀 또는 뚜껑이 있는 밀봉된 제품은 폭발위험이 있다.
- 전파 방해로 인해 TV, 라디오 주변에 놓지 않는다.
- 만일의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지 한다.

2) ( 휴대전화 ) : 전자파가 공중에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한 무선 통신 기기
① 배터리의 종류는 ? ( Li- Ion 리튬이온

)

② 배터리는 전압은 ? ( DC

)

3.7

V

3) ( 전자 조리기 ) : 불꽃 없이 냄비를 가열하는 가전기기
① 전자 유도 가열 방식을 사용한다.
② 25[㎑] 전후의 고주파 전류를 코일에 통과시키면 냄비 바닥의 금속면에 무수한
( 맴돌이 ) 전류가 발생한다. 이 전류가 냄비를 통과할 때 냄비의 전기 저항에 의해
열에너지로 바뀌어 가열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위에 냄비가 없으면 가열
되지 않는다.
③ 금속 제품의 냄비를 사용해야 하며, 유리나 도자기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④ 전자 조리기와 가스레인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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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조리기

가스 레인지

열효율

약 90%

약 55%

환경오염물질

없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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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키우자 !
● 휴대전화 주파수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 서비스별로 주
파수 대역을 달리 분배하고 있다. 2세대 이동통신 때는 SK텔레콤
에 800[㎒] 대역을, KTF와 LG텔레콤에는 1.8[㎓] 대역을 각각 분
배했다. 3세대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과 KTF에 2.1[㎓] 대역을
나눠줬다. 이런 주파수 중 통신 사업자들이 700∼900㎒ 저대역 주
파수를 선호하는 것은 신호 도달 거리가 길어 네트워크 구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800[㎒] 대역은 SK텔레콤이 독점해오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까
지 통신사업자로부터 매년 전파 사용료(가입자당 일정액)만 받았으나 3세대 이동통신부
터는 장기 임대료 개념인 대가로 15년간 1조 3000억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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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빛으로 음악을 전달하자

2학년 2학기

주 제 명

빛으로 음악을 전달하자

적용 학년/시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 9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문제 해결
소주제

주요 내용

관련 교과

도 입 빛이 도달하면 반응하는 장치

1

주제
확인

빛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정보를 빛에 실어서 전달하는 기기

학 습
빛에 반응하는 기기
활 동

스마트폰 어플 활용하기

과학,
기술

마무리 빛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조건

우리나라
전통 통신
2~3
현대와 미래의
통신

도 입 몸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요.

우리 나라 전통 정보 통신 기술

학 습
오늘날 정보 통신 기술
활 동

기술

미래의 정보 통신 기술
마무리 정보 통신과 생활
도 입 빛으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광섬유
광통신

4~5
탐색 및
탐구 활동

광섬유의 구조
학 습 광섬유에서 빛이 지나가는 원리
활 동 굴절율, 반사율
광통신의 개념
마무리 광통신은 광섬유 없이 안되지요.

과학
수학
기술

도 입 빛이 휘어서 전달 가능할까?

6~7

광섬유 실험

8~9

광통신 장치
설계
광통신 장치
제작

학 습 직진성을 가진 빛을 휘어지게 할 수 있을까?
활 동 광섬유 실험
마무리 광섬유를 이용하여 빛을 휘어서 보낼 수 있다.

과학
수학

도 입 광섬유에 소리를 실어 보내는 장치는?

10

탐구결과 광통신 원리로
정리
음악 전달하기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학 습
활 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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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에 소리를 실어 보내는 장치의 설계
광통신 장치의 제작
누가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까지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광통신 장치
음악을 빛에 실어볼까?
직접 제작한 장치를 통해 음악을 전달
상대방은 음악을 알아맞추는 퀴즈 게임
빛으로 음악을 전달 한다.

기술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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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정보의 전달을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
한 과학적 원리와 수학적 개념을 토대로 창의적 설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
해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감성적 체험
을 할 수 있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통신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광통신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소리(음악)을 빛, 전류 등으로 변환화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광섬유의 개념과 광섬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광통신 장치를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빛의 굴절에 대한 수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과정 목표(감성적 체험 관련 내용 목표로 제시)
- 자신이 구상한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 무선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무선 통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S, T, E, A, M 각각과 관련되는 학습요소
○ S : 빛, 빛의 굴절, 전반사
○ T : 문제 상황 인식, 광섬유, 광통신, 광통신 장치 제작
○ E : 광통신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
○ A : 무선으로 음악 전달
○ M : 굴절률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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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Co, Cd, ET 등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Frame)에 따른 요소 제시

○ 상황제시
- 문제의 조건을 제시 : 빛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 설계
- 과거의 통신 방식에서 오늘날의 통신 방식을 이해하고, 무선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구현
- 수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정보 전달에 대한 개념 인식
- 정보를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전기전자적인 과정의 이해
- 광통신에서 빛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
- 빛의 직진성을 이용한 굴절에 대한 입사각, 반사각의 수학적 계산
- 광통신 장치를 활용하여 MP3 플레이어의 음악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음악의 제
목을 맞추는 게임 적용

○ 창의적 설계
-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의 탐색
- 탐색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설계를 하여본다.(독창성, 창의성, 심미성, 다양
성, 효율성, 경제성 등 가장 많은 부분을 고려한 모둠에게 상점부여)
-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하여보고 광통신의 원리를 적용한 장치를 제작한다.
-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휘어진 곡선의 광섬유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원리를
이해하여 광섬유를 활용하여 설계한다.
-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감성적 체험
- 생활 주변에서 무선을 활용한 다양한 전자 기기들을 찾아보고 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 광통신 장치를 활용하여 MP3 플레이어의 음악을 무선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무선 통신(블루투스, Wi-Fi 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많이 적용되고 활용되
는 상황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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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시기

주제

관련
교과

STEAM 과목 요소 및 단계 요소

단원(지도 요소) 시수

삼삶 /

Co

CD

ET

삼 빛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해 보자.
문제의 조건 제시(빛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
Co

기술
문제 상황 제시
과학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탐색한다.
탐색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설계를 하여본다.
(독창성, 창의성, 심미성, 다양성, 효율성, 경제성 등
가장 많은 부분을 고려한 모둠에게 상점부여)
CD

1

빛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미래 사회에 활용될 내용들을
예측해보자.
ET

삼 전통 통신 기술과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통신, 미래의 통신에 대해서 이해한다.
우리나라 전통 통신 기술 사례를 통해서 통신
의 개념을 이해하고,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통신의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Co

빛으로
1.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기술 통신 기술
전달하자 과학 2. 현대와 미래
의 통신

2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신의 유형들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경험을 통해 통신 장치의
활용성에 대해서 구상
CD

생활에서 직접 활용하는 통신의 사례를 통해
동기유발이 쉽게 될 수 있다.
ET

삼삶 광섬유의 기본 구조와 과학적 원리에 대
해서 이해하고, 광통신 시스템을 이해
빛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원리에 대
해서 이해
Co

과학 3. 광통신과 광
기술 섬유의 원리 이
수학 해하기

2

빛의 전반사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학습자
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초 개
념 형성
CD

광섬유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보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
ET

빛으로
4. 광섬유 실험
음악을 과학
하기
전달하자

삼삶 광섬유를 통해 빛을 전달하는 체험활동
2

빛을 직접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빛이 반사되
면서 전달된다는 원리를 이해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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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의 활용 범위를 상황에 맞게 제시하면
서 사고의 확장성을 향상
CD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정
보를 전달해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호기심을 가
지고 동기를 유발
ET

삼삶 광통신 장치를 설계하고 체험해 보기
간단한 적외선 송수신 장치를 제시하고 장애
물이 있을 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섬유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상
황을 이해
Co

기술

5. 광통신 체험
하기

2

CD

효율적으로 광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실제 광통신 장치를 설계하여 구현했을 때 성
취감을 느끼며 이론적인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면
서 지식의 체계성을 가질 수 있음
6. 광통신의 원
음악 리로 음악 전달
하기

삼
1

빛으로 음악이 전달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음
악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ET

6. 평가 계획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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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1

문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2

광섬유의 원리와 광통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3

광통신 장치를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가?

4

광통신으로 음악을 전달 할 수 있는가?

방법

포트폴리오
지필평가/관찰평가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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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4차시 : 광통신의 원리 이해하기
가. 광통신 : 정보를 빛의 신호로 바꾸어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통신 방식

[그림 3] 광통신 전달 과정
엔코더 : 입력신호를 광신호로 전환하는 장치.
디코더 : 광섬유를 통과해온 광신호를 전류나 음성신호로
전환하는 장치

나. 구성
✿ 광원 : 빛을 보내는 발신기 -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등
✿ 광섬유 : 빛을 전달하는 매질
✿ 광검출기 : 빛을 검출하는 수신기
다. 광통신의 원리
음파는 주파수와 진폭이 항상 변하는 공기진동으로서, 이것을 류의 파형으로 바
꾸어 전선을 따라 전달시킨 후 다시 소리로 재생시키는 방법이 아날로그(analog)
방식이다. 광통신에서는 일단 이러한 아날로그신호를 A/D변환(Analog /Digital
Conversion → 이진법으로)에 의해 디지털신호로 바꾼다. (PCM : Pulse Code
Modulation), 다음 A/D 변환된 전류 신호를 발광 소자에 의해 그대로 광신호로 바
꾼다. 당연히 이때의 광신호도 디지털화 되어 있다. 발광소자는 전류를 흘려주
면 빛을 발생하는 소자로서 전류의 세기에 따라 발생하는 빛의 세기도 바뀐다.
다음 발광소자로부터 방출된 디지털화된 광 펄스를 집광렌즈를 통해 광섬유 내부
로 들여보낸다. 광섬유 내부로 들어간 광펄스는 광섬유가 어떻게 구부러져 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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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전반사의 원리에 의해 광섬유 내부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손실에 의
해 약해진 광펄스를 중간의 중계기들에 의해 증폭을 시켜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광섬유의 다른 끝에 광펄스가 도달하여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처음과 반대 과정
을 거치게 된다. 수광소자가 집광렌즈를
통해 이 광신호를 받아서 원래의 전류 신
호로 바꾸게 된다. 여기서 수광소자는 발
광소자와는 반대로 빛의 세기를 전류의
세기로 바꾸는 소자이다. 이 때 이 전류
신호는 아직 디지털화된 상태이므로 처음과는 반대로 아날로그로 바꾼 다음(D/A변
환) 원래의 음성신호로 바꾸게 된다.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신호의 전달도 가능하
고, 각종 자료 전달 등의 분야에서도 엄청난 양의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라. 광통신의 장점
1) 종래의 동축케이블에 비해 부피나 무게가 매우 작아졌다.
2) 종래의 동축케이블에 비해 매우 많은 양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3) 종래의 동축케이블에 비해 전송 손실이 매우 작아졌으므로 장거리 전송에 적합
하다.
4) 외부의 전자가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도청이 불가능하고 간섭이 잘 일어나지 않아 품질이 뛰어나다.
6) 통신위성보다 신속하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통신위성(고도 약 3만6천km)은
보통 0.24초 정도의 지연이 생기나 광통신 거리는 대개 수천km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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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 광섬유의 구조와 활용
가. 광섬유
빛의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섬유 모양의 도파관(導波管). 광학섬유라고도 한다.
광섬유를 여러 가닥 묶어서 케이블로 만든 것을 광케이블이라고 한다.
나. 광섬유의 재료
광섬유는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것도 있으나, 주로 투명도가 좋은 유리로 만들
어진다. 지름이 0.1mm보다 가늘게 만든 고도로 정제된 SiO가 주성분인 석영계 유
리를 사용한다.
다. 광섬유 구조
구조는 보통 중앙의 코어(core)
라고 하는 부분을 주변에서 클
래딩(cladding)이라고 하는 부분
이 감싸고 있는 이중원기둥 모
양을 하고 있다.

광섬유 내부 구조

1) 중심부(core) : 빛이 전파하는 통로로서 바깥 부분보다 굴절률이 약간 크게 되어
있어 빛이 코어 부분에 집속되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직경은 보통 8~200μm이며 굴절률은 보통 1.465정도이다.
2) 겉유리(cladding) :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서 굴절률이 중심부 보다
약간 작게 되어 있어 중심부와 겉 유리의 경계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직경은
보통 125~400μ이며 굴절률은 1.460정도이다.
3) 피복(jacket) : 광섬유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나일론이나 플라스틱으
로 피복을 1~2차례 입힌다. 광섬유는 그 보호피복을 제외한 전체 크기는 지름
백~수백 μm(1 μm은 1/1000 mm)로 되어 있다.,
라. 광섬유의 종류
코어의 지름이 수 μm인 것을 단일모드 광섬유, 수십 μm인 것을 다중(多重)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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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라 하고, 코어의 굴절률 분포에 따라 계단형·언덕형 광섬유 등으로 나눈다.
1) 단일모드형
가) 지름을 극단적으로 작게 하여(9μm) 단일 모드의 빛만 전송되도록 되어 있다.
나) 분산이 매우 작다. 분산이 작아야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
2) 계단형 다중모드(step index형)
가) 중심부(core)의 굴절률이 일정하게 되어 있다.
나) 중심부에 들어오는 빛의 입사각에 따라 중심부를 통과하는 빛의 경로가 달
라지게 되어 같은 시간에 입사된 빛들도 각기 다른 시간에 나오게 되어
(dispersion or spreading)펄스를 잘 구분할 수 없다.
3) 연속형 다중 모드(graded index형)
가) 중심부(core)의 굴절률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감에 따라 연속적으로 작게
되어 있다.
나) 중심부분으로 진행하는 빛은 높은 굴절률 부분을 지나가게 되므로 속도가
느려져서 바깥 부분을 지나가는 빛보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결국 빛
이 통과한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시간에 나오게 된다.
다) 오늘날에는 거의 연속형 다중모드만 사용된다.
마. 광섬유의 특징
1) 유리의 순도가 매우 높다.
2) 구부러져도 빛은 그대로 진행하므로 임의로 빛의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다.
3) 너무 가늘어서 끊어지면 연결하기가 어렵다.
4) 연결부위에 아주 작은 틈이나 먼지가 있으면 통신은 불가능하다.
5) 저항이 없어서 열이 나지 않고 안전하다.
사. 광섬유의 용도
광섬유는 외부의 전자파에 의한 간섭이나 혼신(混信)이 없고 도청이 힘들며, 소
형·경량으로서 굴곡에도 강하며, 하나의 광섬유에 많은 통신회선을 수용할 수 있
고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강하다. 더구나 재료인 유리의 원료는 대단히 풍부하므로
효용도가 높다. 광섬유는 통신용, 공정제어용, 의료용, 군사용 등 사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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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광섬유 발달 과정
19세기에 J틴들이 자유낙하하는 물줄기 속에서 빛이 빠져나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것이 광섬유에 대한 원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초이
다. 그 후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유리로 된 광섬유가 나타났지만, 그 당시의 광섬
유는 손실이 무려 1000 dB/km에 달하였으므로, 장거리용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
했다. 다만, 짧은 길이의 광섬유 다발로 만들어, 그것의 한쪽 끝에 맺힌 영상(映像)
을 다른 쪽 끝으로 전달시키는 용도에만 쓰이고 있었다. 1966년 영국 스탠더드통
신연구소의 K.C.카오와 호크햄(Hockham)이 유리의 손실을 20 dB/km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유리로 만든 광섬유는 빛을 이용한 원거리통신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 때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 각국의 연구그룹들이 저손실(低損失) 광유리섬유의
개발을 서두른 결과, 70년에 미국 코닝 유리회사의 R.D.마우러가 20 dB/km의 손실
을 갖는 광섬유를 발표하고, 뒤이어 5 dB/km의 저손실을 이룩하였다. 그 뒤를 이
어 미국 벨연구소의 MCVD(modified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을 이용한 고순도
석영 광섬유가 개발되고, 영국 체신청의 광섬유와 일본 판유리회사와 NEC 공동의
셀폭(Selfoc) 광섬유 등이 나타나서 실용화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말에는 광섬유
의 손실이 최저 0.2 dB/km까지 줄게 되었는데, 이것은 깊이 100 km의 바다 속에
있는 물체를 수면에서 구별할 수 있는 투명도이다. 한국의 광섬유 개발은 78년 한
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서 연구가 시작된 이후, 저손실 광섬유의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81년 MCVD법을 사용하여 최소 1 dB/km의 손실을 가진 광섬유를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용 광섬유통신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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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차시 : 광통신 체험활동
■ 광통신 키트를 만들어 광통신의 원리를 이해하고 광통신과 같은 원리가 우리 생활주변
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한다.
■ 재료 : 회로도, 회로판, 전기인두, 적외선다이오드 또는 적색발광다이오드, 멜로디
IC(HUM66T), 수광다이오드, 저항1개(47㏀), 전해콘덴서 4개(1㎌ 1개, 100㎌ 2개, 470㎌ 1
개), 스피커 1개, KIA6278S IC 1개, 전지끼우개 2개(3V용), 전선 약간, 니퍼, 롤로우즈플
라이어, 땜납.
■ 이렇게 하세요
1. 회로도를 보고 회로를 구성한다.
(1)

송신부:

(Analog/Digital

A/D변환
Conversion)

회로도 (송신부)
① 만능 기판에 오른쪽 그림의
회로도를 참고로 하여 송신
부의 회로를 구성한다.
※ 그림의 점선의 교차점은 만능

광통신 송신부 회로도

기판의 구멍으로 생각하고 회로를 구성하면 도움이 된다.
※ 각 전자 부품의 다리를 자르지 말고 다른 전자 부품과의 연결선으로 이용한다.
② 멜로디 IC와 적외선 또는 적색 다이오드의 규격은 다음 그림과 같다. 적색 다이오드
의 긴 다리가 (+)극이다.

멜로디 IC와 적외선 또는
적색 다이오드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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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수신수 : D/A변환(Digital/Analog Conversion) 회로도

광통신 수신부 회로도

① 만능 기판에 위 그림의 회로도를 참고로 하여 수신부의 회로를 구성한다.
② KIA6278S IC와 수광 다이오드의 규격은 다음 그림과 같다.

KIA6278S IC와 수광 다이오드의 규격

2. 모든 회로의 구성이 끝나고 나면 전지끼우개에 1.5V 건전지를 송신부와 수신부에 각각
2개씩 끼운다.

광통신 수신부 완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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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부를 완성하고 스위치를 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4. 수신부의 수광다이오드를 형광등에 가까이 가져가보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5. 수신부의 수광다이오드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리모콘을 수신부에 대고 버튼을 눌러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6. 송신부와 수신부의 스위치를 켠 다음 송신부의 발광다이오드를 수광다이오드에 가까이
가져가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수신부의 스피커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다. 생활 주변에
서 이와 같은 현상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7. 송신부와 수신부를 20㎝이상 떼어놓으면 멜로디소리가 안나오게 된다. 이때 준비한 광
섬유의 한쪽 끝을 송신다이오드에 다른 한쪽을 수광 다이오드에 갖다 대어보자.
▶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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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엘보 전자 조림 키트를 이용한 광통신 회로 꾸미기
■ 네오 엘보 블록은 전자 소자들을 결합할 때 납때을 이용하여 조립하기 때문에 전자회로
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전자소자를 재사용할 수 있으며 회로
를 쉽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전자 회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네오
엘보을 이용하여 광통신의 세계에 접근해보자.
■ 재료 : 네오엘보블록전자키트, 회로도. TV리모콘
■ 이렇게 하세요
1. 부품과 블록을 준비한다.
2. 아래 그림의 회로도와 배선도를 이용하여 송신부를 만든다.
(배선도를 보고 연결하면 됨)

송신부 회로도와 배선도

※ 주의 : 고휘도LED에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결합한다. 일반적으로 극성이
있는 전자소자는 긴 다리가 (+)극이다.
3. 다른 바닥을 준비하여 아래 그림의 회로도와 배선도를 이용하여 수신부를 만든다.

수신부 회로도와 배선도

※ 주의 : 포토트랜지스터에도 극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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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부를 만든 후 형광등 불빛에 가까이 가져가보자.
5.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리모콘을 수신부에 대고 버튼을 눌러보자.
6. 완성한 전자회로의 송신부의 고휘도LED와 수신부의 포토트랜지스터의 방향이 일치하도
록 가까이 놓는다.
7. 송신부와 수신부의 각각의 스위치를 켠다.
8. 거리를 떨어뜨려가면서 소리의 세기를 들어보자
9.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을 때 광섬유 블록을 고휘도LED와 수신부의 포
토트랜지스터에 끼워 연결하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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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시] 빛의 굴절률, 전반사 측정하기
1. 굴절률 측정하기
가. 반원통을 준비하고 그림과 같이 물을 채우고 레이저포인터로 일정한 각도로 공기 중
에서 물 쪽으로 레이저 광선을 비추어 보자. 입사각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굴절각
을 측정하여 굴절률을 알아보자.

1회

2회

3회

4회

5회

입사각 (θ)
굴절각 (r)
굴절률

▶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은 얼마인가?

나.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물에서 공기 중으로 레이저 광선을 비추어 보자. 입사각의 크
기를 변화시키면서 굴절각을 측정하여 굴절률을 알아보자.

1회

2회

3회

4회

5회

입사각 (θ)
굴절각 (r)
굴절률

▶ 물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은 얼마인가?
▶ 실험 가와 나에서 측정한 굴절률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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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과 같이 물에서 공기 중으로 레이저 광선을 비추어 보자. 입사각의 크기를 변화
시키면서 굴절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반사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입사각은 측정하
여 보자.

1회

2회

3회

4회

5회

입사각 (θ)

라. 그림과 같이 설탕물에서 공기 중으로 레이저 광선을 비추어 보자. 입사각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굴절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반사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입사각은 측
정하여 보자.

설탕물

1회

2회

3회

4회

5회

입사각 (θ)

▶ 위의 실험 다), 라)에서 전반사가 나타나는 입사각(임계각)은 각각 얼마인가?
(가) 임계각(θc):

(나) 임계각(θc):

▶ 실험 (다), (라)에서 물질에 따라 전반사의 임계각이 다르다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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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잔디 인형을 만들어 봅시다

1학년 2학기

주 제 명

잔디 인형 만들기

적용 학년/시기 중학교 1학년 2학기 / 10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프로젝트
소주제

주요 내용

관련 교과

도 입 바자회에 어떤 물건을 팔까?

1

주제
확인

바자회에 판매할 물건에 대해서 생각
바자회에 잔디
학 습 녹색 기술을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좋은 일
인형을 판매해
활 동 에 기부하는 삶
보자.
가위손 영화 편집
마무리 식물로 제품을 만들어 보자

기술

도 입 식물이 어떻게 자랄까?

작물의 생장 학 습 작물의 생장
활 동 광합성
광합성
마무리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요소들

2

과학

도 입 생명체를 활용한 제품은 있을까?

생명 기술의 개념

3

생명 기술
탐색 및
탐구 활동

4~5

학 습
생명 기술의 사례
활 동

기술

생명 기술의 발달과 우리의 생활
마무리 생활속에 적용되는 생명 기술
도 입 생명체를 디자인해 보자
구상과 설계
학 습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구상하고 설계
제품의 제작
활 동 한 잔디 인형을 제작
제품 디자인
마무리 자신이 제작한 잔디 인형 발표하기

기술

도 입 식물을 잘 키우려면?

잔디 인형
재배
영양소

6

학 습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조건
활 동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

과학

자신이 디자인한 잔디 인형이 자란 후 모습 스케
마무리
치하기
도 입 야! 바자회다.

7

탐구결과
정리

제품 판매
전략

바자회에 판매할 제품의 가격 책정

학 습
내가 만든 제품의 가치 부여
활 동

수학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 요소들

마무리 생명체를 다루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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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과학 교과의 식물의 광합성과 생장 부문과 기술 교과의 생명기술의 영역 내용의 이해
와 학습자들의 이공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위해, 작물을 직접 제작해 보는 과정
으로 잔디 씨앗을 발아시켜 키우는데,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인형의 형태로 제작하여
구상한 것에 대한 설계와 제작의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품화
된 잔디 인형의 가치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기술적 결과물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주제이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작물의 생장 과정을 이해한다.
-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한다.
- 생명체를 활용하여 자신이 구상한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 작물 재배 조건을 이해하여, 재배 대상 작물의 특징과 재배법을 알수 있다.
- 제품의 가치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 과정 목표(감성적 체험 관련 내용 목표로 제시)
- 작물이 자라야하는 적정 환경을 찾을 수 있다.
- 작물을 키우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 제품의 가치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내어 주변 물건들의 적정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 생명체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재배 조건을 고려해서, 작물의 재배 과정을 체험함으
로써, 작물의 생장에 대한 이해와 노작의 즐거움을 느낀다.

3. STEAM 과목 요소
S, T, E, A, M 각각과 관련되는 학습요소
○ S : 광합성, 식물의 성장, 영양분
○ T : 구상,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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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판매 전략
○ A : 제품의 디자인
○ M : 제품의 가치에 대한 산술적 처리

4. STEAM 단계 요소
Co, Cd, ET 등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Frame)에 따른 요소 제시

○ 상황제시 :
- 주변에서 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조사해 보자.
-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생물학적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이 구상한 대로 설계, 제작한
잔디 인형을 키울 수 있다.
- 2개 이상의 잔디 인형을 제작하여 작물의 생장 조건을 비교 실험할 수 있다.
- 자신이 설계, 제작한 잔디 인형을 학교 축제에 전시하고, 바자회에서 판매할 수 있다.
-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 산출을 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제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 창의적 설계
- 잔디 인형을 자신이 구상한 데로 제작할 수 있다.
-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탐색한다.
- 탐색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설계를 하여본다.(독창성, 창의성, 심미성, 다양
성, 효율성, 경제성 등 가장 많은 부분을 고려한 모둠에게 상점부여)

○ 감성적 체험
- 주변에서 생명체를 활용한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 잔디 인형을 키우는 과정에서 작물의 생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
해 체험할 수 있다.
- 작물의 생장의 과정에서 과학적 이론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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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시기

주제

관련
교과

단원(지도
요소)

작물의 생장
과학
광합성
상황 제시

STEAM 과목 요소 및 단계 요소

시수

1

삼삶 /

Co

CD

ET

삼삶 식물의 광합성과 생장을 이해하고 잔디가 자
랄 수 있는 인형을 제작하여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문제의 조건을 제시한다.(잔디 씨앗을 발아 시켜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키울 수 있다.)
Co

삶 생명체를 활용한 제품의 가치와 생활에 활용되
는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생명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활용적 가치에 대
해서 제시한다.
Co

기술

생명기술

1

생명체를 활용하는 활동이 생명에 대한 경시가 아
닌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한다.
CD

미래 생명기술의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예
측을 할 수 있다.
ET

삼 생명체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하고, 디자인
한 데로 제작하기
잔디
인형을
만들어
봅시다.

구상과 설계
기술
제품의 제작
미술
제품 꾸미기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
할 수 있다.
Co

2

다양한 형태를 구상하여 제품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CD

자신이 디자인한 잔디 인형이 생장한 후의 모습을
기대하고, 제품화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한다.
ET

영양분
과학
잔디 인형의
기술
재배

삼 작물이 생장하기 위한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작물 재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잔디 인형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적 요소 중 영양
분에 대해서 이해.
Co

CD

잔디 인형 재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ET

잔디 인형이 다 자란후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

삶 제품화된 결과물을 판매하기 위한 가격의 산정을
수립할 수 있다.
잔디 인형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의 산정과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가치를 포함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
Co

수학

제품 판매
전략

1

제품 판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강구
CD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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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1

광합성, 영양분, 재배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2

자신이 구상한 대로 설계하여 제작하였는가?

3

제품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하여 타당하게 산술적으로 가격이
책정 되었는가?

방법

지필평가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 동료평가

7.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 3차시 : 재배 환경, 체험 활동 안내, 잔디 인형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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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환경에 관련하여 재구성된 기술 학습 노트]

[프로젝트 과제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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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제 준비물 및 재배 방법]

중학교 1학년 10월❙잔디 인형을 만들어 봅시다

[프로젝트 주제 설정]

[프로젝트 관련 정보 파악]

- 4차시 : 내가 디자인하는 잔디 인형

[톱밥 준비]

[잔디 씨앗 준비]

[잔디 씨앗 넣기]

[톱밥 넣기]

[꾸미기]

[재배]

111

STEAM 교육 따라잡기 (중학교)

- 4차시 : 실행 보고서 작성하기, 재배 계획 수립

[프로젝트 수행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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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결과 보고서]

중학교 1학년 10월❙잔디 인형을 만들어 봅시다

○ 활동 1：잔디 인형 제작하기

생명기술의 이해[잔디인형만들기]
문 제 상 황
채하는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에게 매일 물도 주고, 잎도 정리해
주는 학생이었다. 그러던 중 생명기술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자신이 원
하는 형태의 식물을 키워보고 싶어졌다.
때마침 인형과 식물을 접목하여 만든 [잔디 인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만들어 볼려고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수 행 과 제

좋아하는 모양의 잔디인형을 디자인
해보고 직접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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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수 립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잔디 씨앗, 톱밥, 스타킹,
나일론 실, 꾸미기 재료 등등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114

(간략하게 스케치해봅시다.)

중학교 1학년 10월❙잔디 인형을 만들어 봅시다

만드는 순서

(자료출처 : 서울기술교사모임 참조)

1. 톱밥을 준비한다.

2. 잔디씨앗을 준비한다.

3. 스타킹에 잔디씨앗을 넣은 뒤
톱밥을 넣는다.(순서에 유의)
- 잔디씨앗 다음에 톱밥을 넣음.

4. 모양을 만들어 준다.

115

STEAM 교육 따라잡기 (중학교)

5.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도록 꾸민다.

6. 잔디인형을 작은 접시나
그릇에 담아 완성한다.

완성된 모습

수 행 결 과

( 사진을 붙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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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품만이 가지는 특징(장점 및 제품정보를 써보세요)

제품을 제작 재료의 원가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이 제품을 내가 판매한다면 얼마에 판매할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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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 유의사항
1. 잔디인형을 맑은 물에 담가 푹 적신다.(20분정도)
2. 접시에 물을 담아 잔디인형을 올려놓는다.
※ 주의: 싹이 나올 때 까지는 접시에 물을 항상 채워놓고 물을 수시로 뿌려준다.(하루
2번 이상)
3. 약 1주일 정도 지나면 잔디가 나온다.
4. 잔디가 약 1Cm 정도 자라면 접시에 물을 완전히 버리고 잔디인형에 물기가 없으면
잔디부분에만 분무기로 스프레이 해준다.
5. 잔디가 크게 자라면 원하는 스타일로 잘라주어도 된다.
※ 주의: 단, 잔디를 자르고자 할 때는 반드시 3Cm 이상 남기고 자른다.

자료출처 : 잔디곰(www.jandig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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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상의 유의점
가. 학습자 준비 사항
- 이론으로 수업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체험 활동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별 프로젝트 과제를 설정하고 디자인을 한다.
- 체험 활동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별 프로젝트에 맞는 준비물을 준비한다.
나. 교사 사전 준비 사항
- 학습자들이 바로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
- 체험 활동에 시연을 위한 프로젝터, 실물 화상기 등을 점검하여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예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이 잘 이루
어지도록 한다.
-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 실천적 경험을 통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다. 수업 시 안전사고 지도 사항
- 칼, 가위 등을 이용하여 절단을 할 때 찰과상 주의
- 톱밥이 날리지 않도록 유의하기
- 작업복을 착용하기
-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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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11. 잔디 인형 키우기 체험 활동
● 내가 디자인하는 잔디인형 프로젝트 ●

프로젝트 이해
● 잔디 인형 프로젝트
채연이는 평소 식물을 기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며 즐
겁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술 수업시간에 생명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
는데, 식물을 다양한 형태로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선생님의 설명에 내가 원하는 모양
의 식물을 키워보고 싶었다.
그런데 다행히 기술선생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잔디 인형 키우기’를
하신다고 한다. 너무나 기대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예쁜 잔디 인형을 만들어 봐야지!
그런데? 어떻게 만들지??

※ 잔디 인형은 수명이 관리를 잘하게 되면 2~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나 관리가 소홀
하게 되면 싹이 나오지도 않는 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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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학교 준비물 : 잔디 씨, 톱밥 등
※ 개별 준비물 : 스타킹, 나일론 실, 꾸미기 재료 등

● 잔디 인형 만드는 방법
1.
2.
3.
4.
5.

스타킹에 잔디 씨를 넣는다.
톱밥을 채운다.
스타킹을 묶는다.
내가 생각했던 모양대로 꾸민다.
정성스럽게 키운다.

● 잔디 인형 키우는 방법
1. 잔디인형을 맑은 물에 담가 푹 적신다.(20분정도)
2. 접시에 물을 담아 잔디인형을 올려놓는다.
※ 주의: 싹이 나올 때 까지는 접시에 물을 항상 채워놓고 물을 수시로 뿌려준다.(하루
2번 이상)
3. 약 1주일 정도 지나면 잔디가 나온다.
4. 잔디가 약 1Cm 정도 자라면 접시에 물을 완전히 버리고 잔디인형에 물기가 없으면
잔디부분에만 분무기로 스프레이 해준다.
5. 잔디가 크게 자라면 원하는 스타일로 잘라주어도 된다.
※ 주의: 단, 잔디를 자르고자 할 때는 반드시 3Cm 이상 남기고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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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ndigom.co.kr

정보 파악
● 잔디 인형을 키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세요.

● 어떤 모양의 잔디 인형이 있는지 자료를 찾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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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주제) 수립
● 내가 만들고 싶은 잔디 인형의 이름을 정하고 그 모습을 표현해 보세요.
잔디 인형 이름

잔
디
인
형
디
자
인

프로젝트 수행
날짜

내용

수행 및 변화

잔디 인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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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결과
● 내가 만든 잔디 인형 사진을 붙이세요.

● 이 잔디 인형을 판매하기 위해 특징, 장점, 가격 등 제품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 잔디 인형 키우기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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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악기 만들기

2학년 2학기

주 제 명

악기 만들기

적용 학년/시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 10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문제
1~2 인식단계

프로젝트 학습
소주제
1 동물 농장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내기)

3

2. 악기 분류 및
자신이 만들
악기의 탐색 및
구상

4

3. 악기의 Revers
Engineering

5

4. 악기의
변천과정

문제해결
과정
과제

5. 체험학습
(소리 박물관
견학)

6~7

6. 소리의
삼요소

8~9

7. 소리의
높낮이의
규칙성을 찾기

10

발표

8. 악기 만들기
및 발표 (아이
디어 기술평가)

주요 내용
관련 교과
도 입 음향 효과 소개
학 습 생활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다
양한 소리를 만들어 봄으로서 소리의 발생 방법과
활 동 전달 과정을 이해한다.
과학
마무리 핸드벨, 하푼, 밀도 차를 이용한 소리의 높낮이
변화 체험
도 입 국악, 오케스트라, 난타 공연 동영상
학 습 악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고 분류기준을
과학
활 동 세워 악기를 분류하고 자신이 만들 악기를 구상
한다.
마무리 악기 구상계획 발표
도 입 자동차 분해 도미노 동영상 시청
학 습 자신이 선택한 악기의 구조와 기능을 Revers
기술
활 동 Engineering 기법을 이용하여 탐구한다.
마무리 자신이 분해한 악기의 구조와 기능 발표
도 입 스마트폰 기타 앱 소개
음악/
학 습 악기의 변천과정 조사 및 발표
활 동
기술
마무리 디지털 악기 소개
도 입 체험학습 목적 및 장소 소개
체험학습 실시
체험/
학 습 - 소리의 발생과 악기
활 동
기술
-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음악
마무리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도 입 10대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빨대 피리와 Sound Wav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
과학/
학 습 리의 삼요소 탐구
활 동 만들 악기에 대한 보완
기술
마무리 소리 그리기
도 입 기타의 플랫의 길이가 다른 이유
학 습 기타 플랫의 길이 탐구를 통하여 소리의 높낮이
수학
활 동 의 규칙성을 찾는다.
마무리 거문고 등의 현악기의 연주 영상
도 입 재미있는 악기 소개
과학/
학 습
자신이
계획한
악기
만들기
기술/
활 동
음악
마무리 자신이 만든 악기로 연주하기

125

STEAM 교육 따라잡기 (중학교)

1. 주제 개요
중학교 2학년 6단원의 빛과 파동 단원은 빛의 반사와 굴절 그리고 소리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와 소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파
동의 종류와 소리의 삼요소 그리고 소음으로 되어 있고 소음의 대책에 비중을 두어 기
술되어 있다. 소음의 피해와 방비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통의 시대이다. 소통에
서 가장 쉬운 접근은 음악이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악기 하나로 그사람과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음악을 통한 문화의 고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악기를 통하여 파동, 소리의 발생, 매질의 필요성, 소리의 삼요소,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 생각된다. 또한 악기와 음악의 형식이 변화하
는 상황에서 악기를 설계하고 구체화시킴으로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의 자신감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1. 소리가 들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소리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소리의 발생을 물체의 진동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소리가 귀에 들리기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소리의크기와높이를파동의진폭과진동수와관련지어설명할 수 있다.
- 소리의 크기를 진폭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소리의 높이를 진동수로 설명할 수 있다.
- 소리의 맵시를 파동의 모양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감성적 체험 관련 내용 목표로 제시)
-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합연를 통하여 학문의 융합, 예술의 융합, 문화의 융합의 의
미를 이해하고 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을 통한 미래 사회에 대한 도전과 자

126

중학교 2학년 11월❙악기 만들기

신감을 갖게 한다.
- 악기의 변천과정 조사하여 발표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스스로 탐구한 결과에
대한 성취감을 갖는다.
- 악기 만들기에 대한 탐색 과정으로 현장 체험을 함으로서 흥미를 느끼고 Revers
Engineering 기법을 통하여 악기에 들어 있는 전문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지적 만족
감을 느낀다.
- 음계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도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자세를 기르고 여러 가지 악기가 한데 어울려 하
나의 앙상블을 만들 듯 모든 사람이 화합하여 사는 것이 조화로운 삶인 것을 안다.
-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기르고 도전에 몰입할 수 있는 자신
감을 기른다.

3. STEAM 과목 요소
S, T, E, A, M 각각과 관련되는 학습요소
○ S : 파동과 종류, 파동의 발생과 전파, 소리의 삼요소
○ T : 새로운 소리 만들기 및 미래악기 설계하기
○ E : 악기의 Revers Engineering 및 미래악기를 설계할 때 악기의 설계과정 및 수정 과정
○ A : Revers Engineering 시 악기의 관찰 스케치 및 악기 디자인기
○ M : 악기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피타고라스의 음정률

4. STEAM 단계 요소
Co, Cd, ET 등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Frame)에 따른 요소 제시

○ 상황제시 :
- 소리의 발생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리의 발생 방법과 전달 과정을 이해한다.
- 기준을 만들어 여러 가지 악기를 분류하고 각각의 악기가 소리를 내는 원리를 찾
고 자신이 만들 악기를 탐색한다.
- 자신이 선택한 악기의 구조와 기능을 Revers Engineering 기법을 이용하여 탐구한다.
- 악기의 변천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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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와 관련한 박물관을 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악기를 보고 자신이 만드는데 악기
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각양 각색의 소리가 나는 이유를 빨대 피리 및 팬플릇 탐구를 통하여 소리의 삼요
소인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맵시가 다름을 이해한다.
- 기타, 실로폰, 리코더의 탐구를 통하여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규칙성을 찾는다.
- 자신의 계획했던 악기를 그동안 배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악기를
설계하고 악기를 설계한 이유와 악기속에 들어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적 요소
를 설명한다.

○ 창의적 설계 :
-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한다. 소리의 발생 및 전달 과정
을 원리를 발견한다.
- 소리의 발생 원리를 알고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조원들과 브레밍스토
밍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 소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악기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탐색하고 분류기준을 세워 악기를 분류할 수 있다.
- Revers Engineering에서 분해한 악기의 부품에 대한 미시적 관찰과 스케치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 악기의 변천과정에서 악기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이유를 기술과 사회의 발달
과의 관계를 논리적 분석적 사고과정을 통하여 추론한다.
- 다양한 악기를 보고 그것을 기초로 미래의 악기 구상하는 기초로 창의적인 고안한다.
-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소리의
삼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기른다.
- 여러 가지 악기에서 음의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 우리가 사용하는 음
계의 규칙성을 찾는다. 또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악기의 음의 높낮이를 바꾸는 방
법 탐구한다.
- 새롭고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미래의 악기를 만든다. 악기 속의 과학 기술
공학적 요소 및 예술적 요소를 창의적 방법으로 발표 한다.

128

중학교 2학년 11월❙악기 만들기

○ 감성적 체험 :
-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합연를 통하여 학문의 융합, 예술의 융합, 문화의 융합의 의
미를 이해하고 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을 통한 미래 사회에 대한 도전과 자
신감을 갖게 한다.
- Revers Engineering 기법을 통하여 악기에 들어 있는 전문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지
적 만족감을 느낀다.
- 악기의 변천과정 조사하여 발표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스스로 탐구한 결과에
대한 성취감을 갖는다.
- 미래 악기 만들기에 대한 탐색 과정으로 현장 체험을 함으로서 흥미를 북돋우고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성취감을 느낀다.
- 음색이 악기마다 다르듯 사람도 음색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의 특성임을 인지하고
그것으로 차별 또는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가 한데 어울려 하나의
앙상블을 만들 듯 모든 사람이 화합하여 사는 것이 조화로운 삶인 것을 안다.
- 음계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도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
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자세를 기른다.
-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기르고 도전에 몰입할 수 있는 자신
감을 기른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삼 생활 속 소재를 이용하여 자신의
악기를 설계하고 만들어보자.

과학

4. 파동의
발생 및
전파

2

Co 소리의 발생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종이, 핀,
1. 동물 농장
소리의 발생 방법과 전달 과정을 이해한다. 전기스텐드,
(다양한
가위, 풀,
소리의 발생 원리를 알고 새로운 소리를
방법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조원들과 브레밍스토밍을 셀로판테이프,
소리내기)
기름종이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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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국악과 오케스트라 및 난타 공연
동영상 시청 후 악기의 분류 및 악기 만들
기 계획

과학

5. 파동의
종류와 표시

1

Co 기준을 만들어 여러 가지 악기를 분류
2. 악기 분류
하고 각각의 악기가 소리를 내는 원리를 찾
및 자신이
고 자신이 만들 악기를 탐색한다.
만들 악기의
소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논리적 분석
탐색 및 구상
적 사고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악기를 탐색하
고 분류기준을 세워 악기를 분류할 수 있다.
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을 통한 미
래 사회에 대한 도전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

동영상

삼 악기의 분해 와 구조도 그리기
자신이 선택한 악기의 구조와 기능을
Revers Engineering 기법을 이용하여 탐구한
다.
Co

주제와 표현
방법에
미술 알맞은 조형
기술
요소와
원리로
나타낸다.

1

3. 악기의
Revers Engineering에서 분해한 악기
Revers
의 부품에 대한 미시적 관찰과 스케치를 통
Engineering
하여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A4용지, 자,
컴퍼스

Revers Engineering 기법을 통하여 악
기에 들어 있는 전문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지적 만족감을 느낀다.
삼 악기의 변천과정 조사하기 및 발표
Co

악기의 변천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악기의 변천과정에서 악기가 새로운 기
능을 추가하는 이유를 기술과 사회의 발달
음악사 관련
과의 관계를 논리적 분석적 사고과정을 통
조사 자료
하여 추론한다.
CD

음악

음악사

2

4. 악기의
변천과정

악기의 변천과정 조사하여 발표를 통하
여 의사소통 능력과 스스로 탐구한 결과에
대한 성취감을 갖는다.
ET

삼 소리와 관련한 박물관 체험학습
소리와 관련한 박물관을 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악기를 보고 자신이 만드는데 악기
5. 체험학습 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소리 박물관 CD 다양한 악기를 보고 그것을 기초로 미래
견학)
의 악기 구상하는 기초로 창의적인 고안한다.
Co

소리와
관련한
체험
박물관
견학하기(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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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장 체험을 함으로서 흥미를 북돋우고
전문기술을 슴득하는 성취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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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소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탐구

10대만이 들을
각양 각색의 소리가 나는 이유를 빨대
수 있는 소리
피리 및 팬플릇 탐구를 통하여 소리의 삼요
사이트
소인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http://www.ul
맵시가 다름을 이해한다.
trasonic-ringto
CD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
nes.com/)
으로 고안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소리의 삼요소
빨대,
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기른다.
OHP필름
ET 음색이 악기마다 다르듯 사람도 음색이
가위, 칼, 자
다른 것은 그 사람의 특성임을 인지하고 그 스카치테이프
것으로 차별 또는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여
Sound
러 가지 악기가 한데 어울려 하나의 앙상블 Wave프로그램
을 만들 듯 모든 사람이 화합하여 사는 것
이 조화로운 삶인 것을 안다.
Co

과학 소리와 소음

2

6. 소리의
삼요소

삼삶 음계의 이해와 자신이 만든 악기
의 음계의 규칙성을 찾기
기타, 실로폰, 리코더의 탐구를 통하여 소
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규칙성을 찾는다.
Co

수학

수식의 표현
유리수

1

7. 소리의
높낮이의
규칙성을
찾기

여러 가지 악기에서 음의 높낮이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찾고 우리가 사용하는 음계의
규칙성을 찾는다. 또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악
기의 음의 높낮이를 바꾸는 방법 탐구한다.
CD

음계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다
른 사람의 기준도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
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자세
를 기른다.
ET

삼삶 자신이 만든 미래의 악기
자신의 계획했던 악기를 그동안 배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생활 속 소재
를 이용한 악기를 설계하고 악기를 설계한
8. 미래의 이유와 악기속에 들어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자신이 만든
악기 설계 및 예술적 요소를 설명한다.
미래의 악기
발표(아이디 CD 그동안의 악기의 형태에서 벗어나 새롭고
설계도 및
어 기술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미래의 악기를
설명서
평가)
만든다. 악기 속의 과학 기술 공학적 요소 및
예술적 요소를 창의적 방법으로 발표 한다.
Co

과학
소리와 소음
공학
제조기술
기술

2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기르고 도전에 몰입할 수 있는 자신
감을 기른다.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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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소리의 발생과 전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를 만들 수 있는가?

지필평가/포트폴리오

2

분류기준을 만들어 악기를 분류 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포트폴리오

3

악기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가?
Revers Engineering 시 분해한 부품에 대한 미시적 관찰 및 스케치
를 정확히 하는가?

4

악기의 변천과정 조사 시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달관계를 논리
적으로 추론하였는가?
관찰평가/포트폴리오
조사내용 발표 시 정확한 표현으로 의사를 전달하였는가 ?

5

체험학습 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는가?
체험학습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이 미래의 악기 구상 에 도움이 되 관찰평가/포트폴리오
었는가?

6

소리의 크기를 진폭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소리의 높이를 진동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소리의 맵시를 파동의 모양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지필평가

7

소리의 높낮이의 규칙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구상하는 미래의 악
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지필평가

8

자신이 구상한 악기가 과학 원리와 함께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포트폴리오/동료평가

지필/포트폴리오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1~2차시]
○ 학습 주제
우리 주변에서 나는 많은 소리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소리가 어떻게 발생하
고 전달되는지를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만들어 확인하여 보자. 또한
이때 발생하는 소리는 파동의 한 종류임을 알고 소리 이외의 파동은 어떤 것이 있으
며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임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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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종이컵, 가는 모루(1㎜-12색상), 칼, 종이, 투명테이프, 송곳, 인두, 글루건, 동물그림

▪ 닭소리 종이컵 클립 두꺼운 실
▪ 개 소리 페트병 빨대
▪ 부엉이 소리 음료수 캔 특히 맥주 캔처럼 조금은 큰 것으로 빨대
▪ 매미 소리 필름통 페트병 상표 껍데기 또는 비닐 재질 원형 젓가락
:

,

:

,

,

:

:

(

,

,

),

,

○ 도입
①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 소리를 만들어본 경험을 나누어보자.
-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소리가 발생하였는지 생각하녀 보지
② 소리를 발생되는 원리를 발표해보자.

○ 활동 1：소리 진동컵 만들기
① 종이컵에 입구 바로 아래에 칼로 십자모양으로 자른다.
② 이면지를 말아서 구멍에 끼운다.

③ 모루를 가위로 잘라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말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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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컵을 거꾸로 세운다음 모루를 그 위에 얹는다.
⑤ 손바닥으로 컵의 입구를 막고 말아 끼운 종이에 입을 댄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
를 내면서 모루의 운동을 관찰한다.

○ 생각해 보기
1. 호수위에 떠 있는 꽃잎 가까이에 돌을 던지면 꽃잎은 어떻게 될까?

2.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우주인에게 소리와 빛을 신호로 보내면 우주인은 어떤 신호
를 감지할 수 있을까?

○ 활동 2：노래하는 동물 농장

활동 2-a. 닭소리 만들기
① 종이컵의 아래면 중앙에 구멍을 뚫는다.
② 실을 종이컵의 구멍에 끼운다.
③ 안쪽 방향의 실을 클립에 묶는다.

→

→

④ 클립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이고 컵의 안쪽 면에 클립을 고정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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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닭 그림을 찾아 출력하여 붙인다.

⑦ 한 손으로 컵을 잡고,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줄을 잡아당긴다. 단, 실에
손을 벨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주변의 헝겊으로 손을 보호하여 줄을 잡아당겨도
좋다.

활동 2-b. 개 소리 만들기
① 페트병의 입구 부분을 가위로 오린다.

이렇게 오린 페트병과 빨대, 강아지 그림 출력물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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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페트병 바닥 정중앙에 인두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바닥은 두꺼우므로 칼을
사용하면 위험)

③ 구멍 사이에 빨대를 끼우고 글루건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 인두와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뜨거우므로 화상에 주의한다.)

④ 출력한 강아지 그림을 오려서 병의 입구 부분에 붙인다.

⑤ 손에 물을 묻히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빨대를 잡아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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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c. 부엉이 소리 만들기
① 맥주 캔이나 음료수 캔을 준비하여 깨끗이 씻는다.
② 빨대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이고, 음료수 캔 마개 부근에 댄다.
③ 입으로 빨대를 불어가면서, 부엉이 소리가 들리는 부근에 찾아 빨대를 붙인다.
④ 출력한 부엉이 그림을 오려서 붙인다.

→

완성

활동 2-d. 매미소리 만들기
① 필름통의 안쪽 막힌 부분을 자른다.
② 필름통의 마개에 구멍을 뚫는다.

→
③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의 상표비닐을 벗겨, 필름 통 굵기보다 조금 크
게 오린다.
④ 이렇게 오린 비닐을 필름통과 마개사이에 끼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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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마개를 닫으면 비닐이 팽팽해지는데 이 비닐에 구멍을 뚫어 두꺼운 실을 끼운다.

→

또는

⑥ 필름 통 안쪽의 실에 클립이나 작은 조각을 묶어서 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정
시킨다. (얇은 막의 찢어짐 방지)

→ 또는
⑦ 다른 쪽 줄을 나무젓가락에 묶는다.
이 때 매듭은 헐겁게 묶어서 나무젓가락에 고정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묶는다.

또는
⑧ 출력한 매미 사진을 오려서 붙인다.

← 완성

138

중학교 2학년 11월❙악기 만들기

⑨ 손으로 나무젓가락을 잡고 휘휘 돌리면 매미 우는 소리가 난다. 매미 소리가 잘 나
려면 나무젓가락과 실 사이에 마찰이 큰 것이 좋다. 또한, 나무젓가락에 줄이 감기
면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 인쇄용 동물 그림

※ 학생활동지
○ 활동 3：새로운 소리내는 물건 만들기

(새로운 소리내기 물건 이름)
학년 반

조원

1. 만들게 된 동기 :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등 악기 분류
2. 만들 소리 내는 물건 소개
3. 만드는 방법
4. 다른 것과의 차이점

139

STEAM 교육 따라잡기 (중학교)

※ 교사용 참고 자료
1. 소리의 3요소
가. 소리의 세기와 소리의 크기
소리의 세기는 진동하는 물체의 진폭과 관계가 있는데, 진폭이 크면 강한소리이고, 진폭
이 작으면 약한 소리이다. 소리의 세기는 파동에 의해 전달되는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로
정의되고 단위는 W/㎡을 사용한다. 사람의 귀가 반응하는 소리의 세기는 (듣기 한계)에서
(고통 한계)까지 그 폭이 상당히 넓다. 소리의 세기는 객관적인 값이므로 오실로스코프 같
은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반면 소리의 크기는 뇌에서 느끼는 생리적인 감각이
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사람의 귀는 작은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큰소
리에는 둔하게 반응하도록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리의 세기가
10배가 되더라도 사람의 귀는 10배 더 강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약 2배 정도 강한 소
리로 듣게 된다. 이와 같은 사람의 감각에 가까운 형태로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데시벨(dB)이라고 한다. 데시벨은 사람이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비교하고자 하는 소
리와의 비율에 상용로그를 취해준 다음 10을 곱해서 얻어지는 수치이다.
사람이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를 (=), 비교하고자 하는 소리의 세기를 라고 하
자. 그러면 소리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소리의 크기 = 10log 10

I
소리의세기
=10log 10
I0
간신히들을수있는소리의세기

정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 0dB부터 시작하여 10dB씩 증가하는 경우 소리
의 세기는 0dB의 소리의 세기보다 10배 커지게 되며 20dB의 세기는 10dB의 2배가 아니라
10배이고 또한 0dB의 100배이다.
나. 소리의 높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음원의 빠른 진동수는 날카로운 고음을 만들고, 느린 진동수는
깊은 저음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진동체의 질량이나 크기 그리고 장력 등을 바꾸면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다. 예로서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주자는 음을 조정할 때 현의 장력을 조절한다.
그리고 다른 음을 연주하고자 할 때는 손가락으로 짚어서 현의 길이를 변화시킨다.
관악기에서는 공기의 진동관의 길이에 변화를 주거나 관에 있는 구멍을 열고 닫음으로서
음을 높이고 낮춘다.
음악에서 사용하는 높은 음은 대부분이 4000Hz이하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18000Hz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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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들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높은 음까지 들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들은
사람보다 높은 음을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높은 음을 듣는 한계가 낮아진
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잘 들리는 높은 음이 늙은이에게는 들리지 않을 수 있다.
나. 소리의 맵시(음색)
물체마다 독특하게 발생하는 파동의 모양(음색)을 말한다.
보통의 같은 놀이의 피아노 음과 클라리넷 음을 쉬게 구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음들
이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음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음악 소리는 부분음이라
는 많은 진동수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진동수라고 불리우는 가장 낮은 진동수가
음의 높이를 결정한다. 부분음은 기본음의 정수배인 음들이며 화음이라고 한다. 기본진동
수의 두 배의 진동수 음을 제2화음, 세배의 진동수를 제3화음 등등이다. 만일 피아노 중앙
의 도를 치면 우리는 진동수 262Hz의 기본음과 더불어 중앙도 진동수의 두배, 세배, 네배,
다섯배, 등등의 부분음이 만들어진다. 한편 부분음들의 상대적인 크기가 피아노의 음색을
결정한다. 모든 악기의 소리는 실질적으로 기본음과 이러한 부분음들로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진동수만을 가지고 있는 순수음은 전자장치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전자합성기는 순
수음과 그것들의 합성으로 풍부한 음악소리를 만들어낸다
음핵은 음이 어떠한 부분음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가에 의하
여 결정된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의 동일한 음의 차이는 부분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간은 높이의 음핵이 다른 두음의 차이는 다른 부분음을 가지고 있든가 또는 부분음의 세기
들이 다르다.
2. 피타고라스의 음정이론에 따른 길이 계산
기타는 현마다 길이를 다르게 잡고 퉁기면서 아름다운 음을 낸다. 리코더는 알맞은 길이
에 있는 구멍을 막으면서 소리를 낸다. 이처럼 많은 악기들은 알맞은 길이의 현이나 공기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시간에는 화음을 내는 공기기둥의 길이 계산 방법을 익히고
직접 계산해 보고자 한다.
두 음의 진동수 비를 음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음을 동시에 들었을 때 ‘유쾌한’ 느낌이
나는 음들을 협화음이라고 하며, ‘불쾌한’ 느낌이 나는 음들을 불협화음이라고 한다. 동시에
들리는 소리에 대한 유쾌와 불쾌의 구분은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오랜 경험
에 의하면 음정이 간단할수록 유쾌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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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타고라스 음정 이론
‘수는 만물을 지배한다’고 주장했던 피타고라스는 음정이 ‘수’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음정은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리는 두 음의 높이의 간격인데,
일반적으로 ‘도’를 단위로 해서 음계에서 똑같은 단계에 있는 두 음의 음정을 1도,
한 단계 떨어져 있는 두 음의 음정을 2도라 한다. 간격이 한 단계씩 넓어짐에 따라
3도, 4도라 하는데, 8도를 1옥타브라고 부른다.
피타고라스는 장력과 재질이 서로 같은 두 현을 퉁겼을 때 나오는 두 음은 길이의
비가 2 : 1이면 8도, 3 : 2이면 5도, 4 : 3이면 4도 음정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현의 길이가 이렇게 간단한 정수의 비로 표현될수록 어울리는 소리가 나고,
복잡할수록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실제로 1도, 4도, 5도, 8도 음정만
을 완전 어울림 음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음정 이론은 서양 음악 이론
의 출발점이 되면서 음악과 수학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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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1. 소리의 전달
TV의 우주과학방송이나 SF영화 등에서 별이나 우주선이 요란한 큰 폭발음과 함께 폭발
하는 것을 자주 보게된다. 그러나 실제로 진공상태인 우주에서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상에서는 어떤 물질이 폭발할 때 굉장히큰 소리가 발생되지만 우주에서는 아주 가까이서
별이 폭발하는 광경을 목격해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TV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소리
는 단순한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다.

2.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날까?
소리는 물체(공기)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기에 의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즉
공기 압력이 평균(대기압)보다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생기고 그것이 파(음파)로 전해지
는 것이다. 이때 소리는 진동체로부터 종파의 형태로 퍼져나간다. 즉 밀한 부분과 소한 부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는 파동인 것이다.

3. 소리의 전달
물체의 진동으로 공기가 진동합니다. 공기의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진동이 전달됩니
다. 그것이 외이(귓구멍)를 거쳐 고막에 닿게 됩니다. 고막의 진동을 청소골이라고 하는 뼈
에서 증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을달팽이관으로 전달시키는 역할도 하죠. 달팽이관
에서 진동은 청세포를 흥분시켜 그것이 청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면 우리가 소리를 인
식하게 된다.
간단하게 나타내면
물체의 진동 → 그와 연결된 매질의 진동 → 고막에 전달 → 소리를 들음

4. 소리의 전달 속도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으나 진공은 통과할 수 없고 철과 같은 탄성
체에서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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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0℃인 건조한 공기 중에서 약 330m/s
▸ 온도가 1℃ 올라갈 때 음속은 약 0.6m/s씩 빨라지는데 실내 온도에 해당하는 20℃에서
의 음속은 약 340m/s정도가 된다.
▸ 소리의 속도는 매질에 의해서도 변한다. 수중에서는 약1440m/s에 달하고 철과 유리
같은 고체 중에서는 음속이 더 빨라져 5km/s를 넘는다. 이런 이유는 매질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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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행성 탐사로봇 모형 만들기

2학년 2학기

주 제 명

행성 탐사로봇 모형 만들기

적용 학년/시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 12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프로젝트 학습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1

2

3~4

문제
호기심 지도
인식단계
그리기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태양과 태양계
학 습
행성 특징
활 동
조사 발표
마무리
도 입
태양계 구조도 학 습
활 동
그리기
마무리

문제
행성 상상도
해결과정
5~6
그리기

도 입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7~8

행성에 탐사
계획 및
학 습
탐사로봇 모형
활 동
설계하기
마무리
도 입
학 습

제작 및 행성 탐사로봇 활 동
9~10
발표
모형 만들기
마무리

관련 교과

인류의 우주탐험의 역사를 동영상을 시청하고 알
콜로켓 시범을 통하여 로켓의 원리를 설명한다.
동영상을 시청을 통하여 우주 개발의 역사와 우주
탐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우주 탐사 계획을 수립하
과학
고 수립과정을 다큐멘터리 로 제작하도록 과제를 부
여한다. 우주탐사에 관한 호기심 지도를 만든다.
호기심 지도 내용 발표
행성관련 동영상 시청
태양과 태양계에 속한 행성, 위성, 소행성, 혜성
과학
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탐사하고자하는 행성의 정보 보강
크기 비례에 관한 예 제시
행성의 상대적 크기 및 거리를 구하여 태양계
수학
전체 구조 나타내기
태양계 구조도 확인
옛 사람이 그린 우주와 하늘에 관한 상상도를
보여주고 그림의 배경을 설명한다.
태양과 태양계 행성의 특징 조사하고 조사내용
미술
을 바탕으로 행성의 상상도를 그린다.
행성 상상도 설명 및 전시
청소 로봇의 구조와 기능 설명을 통하여 행성
탐사 로봇 소개
화성 탐사로봇 큐리어시티 사진을 분석하여 자신이 과학/기
제작하려는 탐사로봇에 응용한다. 행성의 탐사의 목
술
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탐사계획을 세운다.
탐사 계획 및 탐사로봇 모형 발표
기발한 아이이어 소개
기존 화성 탐사로봇의 분석과 탐사 목적에 부합
과학/공
하는 탐사로봇을 창의적 설계를 한다.
학/기술
탐사로봇모형 발표 및 그동안 우주개발에 사용
한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된 예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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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2008년 4월 8일 오후 8시16분(한국시간)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였다. 한국 첫
우주인 배출은 우리나라가 우주기술 분야의 진보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를 가진
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우주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나로우주센터가 완성되어 2009년 8
월 25일,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첫번째 나로호 발사였다. 하지만 나로호 발사는 실
패로 끝나고, 연이어 2010년 6월 10일에 발사된 2차 나로호 발사 역시 137초 만에 파괴
되면서 실패로 끝났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것이다. 우주탐사
활동은 그 자체만의 의미도 있지만, 우주탐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이 집약되
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주탐사과정을 설계하고, 우주탐사를 위
한 로켓과 착륙선 그리고 탐사로봇을 설계함으로서 우주 탐험에 대한 도전 정신과 우주
탐험과 관련된 과학･ 기술･공학･수학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학습해보자. 이
영역에서는 태양계 천체 중에서 태양, 행성 그리고 지구의 위성인 달의 기본적인 특징
과 관측 방법에 대해 다룬다. 망원경의 사용, 천체 관측 등 과학 체험 활동을 통하여 천
문학 영역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갖게 한다. 또한 행성과 위성을 구분하고 행성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게 한다. 또, 태양이 태양계 내의 유일한 항성이며, 태양의 활동이
지구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천체 망원
경의 사용법을 학습하여 태양, 달 등의 천체를 관측하고 그 특징을 알게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태양은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안다.
- 과학사에서의 지구의 모양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고, 지구가 둥근 증거를 예시할 수
있다.
- 지구, 달, 태양의 크기 측정 방법을 이해한다.
- 달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 태양계의 특성과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과 태양 활동이 인공 위성이나 통신 등에 미치는 영향
을 설명할 수 있다.
- 태양과 행성들의 상대적 크기와 거리를 비교하고 공전의 개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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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동안 별자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안다.
-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짐을 알고, 계절별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을 수
있다.
- 태양계 탐사 방법을 이해하고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행성 탐사로봇을 구상할 수 있다.
- 미지의 행성까지 가기 위한 최단거리 궤도진입을 설명할 수 있다.
-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키운다.

○ 과정 목표
- 우주 개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알고 인류의 우주탐험에 올바른 방향을 인식
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기른다.
- 많은 자료 중 자신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우선순위를 학습함으
로서 일상생화에 성의 일의 순차성을 학습하여 일의 효율성을 알게 한다.
-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성의 환경을 추론하는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의 접근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
- 행성 탐사계획과 탐사로봇을 계획함으로서 미지의 행성 탐사에 대한 진취적인 도
전 정신을 갖는다.
- 자신이 계획한 탐사로봇을 설계(또는 모형제작)하기를 통하여 학습과정의 산출물
을 만듦으로서 지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S, T, E, A, M 각각과 관련되는 학습요소
○ S : 태양과 태양계에 속한 행성, 위성, 소행성, 혜성의 특징
○ T : 행성 탐사로봇 모형을 제작한다.
○ E : 화성 탐사로봇 큐리어시티 사진 분석을 통한 탐사로봇을 공학적 설계
○ A : 태양과 태양계 행성의 특징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행성의 상상도를 그
린다.
○ M : 행성의 상대적 크기 및 거리를 구하여 태양계 전체 구조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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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행성의 탐사에 관한 과학개념의 실제적인 문제해결수업에 대한 단계 요소 분석

○ 상황제시
- 동영상을 시청을 통하여 우주 개발의 역사와 우주 탐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우주
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과정을 다큐멘터리 로 제작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 우주탐사에 관한 호기심 지도를 만듦으로서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 태양과 태양계에 속한 행성, 위성, 소행성, 혜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 태양과 태양계 행성의 특징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행성의 상상도를 그린다.
- 행성의 상대적 크기 및 거리를 구하여 태양계 전체 구조 나타내기
- 행성의 탐사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탐사계획을 세운다. 또한 행성
탐사에 필요한 자원을 탐색한다.
- 탐사하고자 하는 행성의 환경을 고려하여 탐사 목적에 맞는 탐사로봇을 설계한다.

○ 창의적 설계
- 호기심 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을 향상한다.
-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사의 목적을 먼저 정하고 방향을 설정함으로서 조사의
효율성을 알도록 한다.
- 탐색한 행성의 정보를 이용하여 행성의 환경을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 태양계의 상대적 크기를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서 종합적 사고능력을 기른다.
- 화성 탐사로봇 큐리어시티 사진을 분석하여 자신이 제작하려는 탐사로봇에 응용함
으로서 화성 탐사의 치밀성과 효율성을 가지도록 한다.
- 기존 화성 탐사로봇의 분석과 탐사 목적에 부합하는 탐사로봇을 창의적 설계를 한다.

○ 감성적 체험
- 우주 개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알고 인류의 우주탐험에 올바른 방향을 인식
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기른다.
- 많은 자료 중 자신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우선순위를 학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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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일상생화에 성의 일의 순차성을 학습하여 일의 효율성을 알게 한다.
-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성의 환경을 추론하는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의 접근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
- 행성 탐사계획과 탐사로봇을 계획함으로서 미지의 행성 탐사에 대한 진취적인 도
전 정신을 갖는다.
- 자신이 계획한 탐사로봇을 설계(또는 모형제작)하기를 통하여 학습과정의 산출물
을 만듦으로서 지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삼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우주에는 태
양계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들이 있으며 태양계 안
의 행성과 위성 중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원을 찾아 우주
탐사를 계획하여 보자

동영상
동영상을 시청을 통하여 우주 개발의 역사와
1) 우주개발
호기심 우주 탐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우주 탐사 계획을
2) 아폴로 11호
지도 수립하고 수립과정을 다큐멘터리 로 제작하도록 과
3) 이소연
만들기 제를 부여한다. 우주탐사에 관한 호기심 지도를 만
유주정거장
듦으로서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4) 화성 탐사
CD 호기심 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한다.
Co

과학

태양과
태양계

1

우주 개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알고 인류
의 우주탐험에 올바른 방향을 인식하고 미지의 세
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기른다.
ET

삼 태양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조사

과학

태양과
태양계

1

Co 태양과 태양계에 속한 행성, 위성, 소행성, 혜성
태양과
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태양계
CD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사의 목적을 먼저
태양과 태양계
행성에
행성
특징 관련
정하고 방향을 설정함으로서 조사의 효율성을 알도
대한
자료
록 한다.
조사
ET 많은 자료 중 자신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
발표
는 방법과 우선순위를 학습함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일의 순차성을 학습하여 일의 효율성을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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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삶 태양계 구조도 그리기
유리수
수학
비례와
기술
축척

2

태양계 Co 행성의 상대적 크기 및 거리를 구하여 태양계
구조도 전체 구조 나타내기
그리기 CD 태양계의 상대적 크기를 그림으로 나타냄으로
서 종합적 사고능력을 기른다.

태양 및 태양계
크기와 거리에
관한 자료
자, 컴퍼스

삼 태양과 태양계 행성에 대한상상화 그리기
태양과 태양계 행성의 특징 조사하고 조사내용
을 바탕으로 행성의 상상도를 그린다.
Co

수채화
미술
그리기

2

행성
CD 탐색한 행성의 정보를 이용하여 행성의 환경을
상상화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그리기
ET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성의 환경
을 추론하는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의 접근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

도화지,
그림물감,
크레파스

삼 행성탐사 계획 세우기

기슬 제조기
공학 술

2

행성에
탐사
계획 및
탐사로
봇 모형
설계하
기

행성의 탐사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
하는 탐사계획을 세운다. 또한 행성 탐사에 필요한
자원을 탐색한다.
Co

화성 탐사로봇 큐리어시티 사진을 분석하여 자
신이 제작하려는 탐사로봇에 응용함으로서 화성 탐
사의 치밀성과 효율성을 가지도록 한다.
CD

큐리어시티

행성 탐사계획과 탐사로봇을 계획함으로서 미
지의 행성 탐사에 대한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갖는다.
ET

삼 행성 탐사로봇 모형제작하기
탐사하고자 하는 행성의 환경을 고려하여 탐사
자, 종이, 두꺼운
행성 목적에 맞는 탐사로봇을 설계한다.
도화지,
탐사로 CD 기존 화성 탐사로봇의 분석과 탐사 목적에 부
산적꽂이,
봇 모형 합하는 탐사로봇을 창의적 설계를 한다.
색연필,
만들기 ET 자신이 계획한 탐사로봇을 설계(또는 모형제
과학상자
작)하기를 통하여 학습과정의 산출물을 만듦으로서
지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Co

과학
제조기
공학
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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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조사 목적을 정하고 조사 목적에 맞는 조사를 하였는가?

포트폴리오

2

자신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성의 상상화에 적용하였는가?

포트폴리오

태양의 기본데이터를 이용하여 태양계의 구조를 비례적으로
그릴 수 있는가?
행성 탐사의 목적에 적합한 탐사로봇 모형을 만들었는가?

포트폴리오

3
4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7~8차시] 행성탐사 계획하기
○ 학습 주제
화성 탐사로봇 큐리어시티와 스피릿의 사진을 분석하여 탐사목적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추론하고 자신이 계획하는 탐사로봇의 응용하며 행성 탐사 계획를 세운다.

○ 준비물
동영상(화성, 금성 등 태양계 탐사로봇에 관한 영상자료)

○ 도입
-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관하여 토론하기
로봇의 종류 및 목적

○ 활동 1：청소 로봇의 구조와 기능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청소로봇을 검색한 후 청소 로봇에 장착된 여러 가지 센서
와 센서의 기능을 살표 보고 그런 센서가 필요한 이유를 추론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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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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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부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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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2：스피릿 탐사로봇의 구조와 기능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스피릿 탐사로봇 또는 큐리어시티 탐사로봇을 검색한 후 탐
사로봇의 구조를 파악하고 장착된 각종 장치와 센서의 종류를 파악하여 그러한 장
치 및 센서가 필요한 이유를 탐사 목적과 화성의 환경과 연관 지어 추론하여 보자.

스피릿 로버
(http://www.nasa.gov/images/content/494586main_pia04413_full.jpg)
http://athena.cornell.edu/gallery/

http://mars.jpl.nasa.gov/images/msl20110519_PIA14156-br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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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rsprogram.jpl.nasa.gov/msl/images/PIA14304_Grotzinger1-br2.jpg

※ 큐리어시티 로버 사이트
http://marsprogram.jpl.nasa.gov/msl/mission/r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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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탐사로봇 구조와 기능
장치의 종류

장치의 기능

창치를 부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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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탐사로봇의 구조 계획서

탐사로봇의 이름
학년 반

조원

1. 탐사 로봇 전체의 구조

2. 각 부분의 주요 명칭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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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 자료 :
화성 과학 실험실(Mars Science Laboratory, MSL)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네번째 화성
탐사로버(MER)이다. 큐리어시티 로버(Curiosity Rover)라고도 부른다. 2009년 7월에 발사되
어 2010년 가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발사가 연기되어 2011년 11월 26일 오전 10시 2분
(현지시각)에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1][2] 큐리
오시티는 궤도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약 9개월 동안 우주 공간을 비행한 뒤 내년 8월 화성
적도 아래 분화구 게일크레이터(Gale Crater)에 착륙해 표면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나사의 네 번째 화성탐사용 로봇인 큐리오시티는 높이 213cm, 전면 가로 너비 274cm, 전체
길이 3m의 초대형이다. 무게는 약 900kg으로 움직이는 '화성과학실험실(MSL)'로 이름 붙여
질 가치가 있다는 평이다.
장비는 기존의 스피릿 로버가 태양전지판을 동력원으로 사용한 반면에, 큐리어시티는 핵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약 2년 동안 화성 표면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큐리오시
티는 장착된 로봇팔로 드릴을 이용해 암석을 약 5cm 뚫어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다. 화성의
기온과 습도, 바람 등 기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화성의 생명체 존
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사는 "큐리오시티가 화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비 사양규격: 큐리오시티 로버는 길이 3m(10ft), 무게는 900kg(1,984lb)이며(과학장비
80kg(176lb)포함)[대략 미니 쿠퍼 자동차와 비슷한 크기], 쌍둥화 화성탐사로봇 보다
1.5m(5ft) 길며 무게는 174kg(384lb) 더 무겁다.
속도: 표면에서의 큐리오시티 로버는 75cm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
버의 최대 이동 속도는 시간당90m(300ft)로 추산 되고 있지만 평균 이동 속도는 전력의 소
모량, 지형의 험한정도, 오차 변수를 기반으로 시간당 약 30m(98ft)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2년동안 최소 19km(12mile)이동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전력: 큐리오시티 로버는 1976년 성공적으로 화성 표면에 착륙한 바이킹1호와 바이킹2호
같은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RTG)에 의해 구동된다. 방사성 동위 원소 전력 시스템
(RPSs)은 플로토늄이 아닌 핵 분열성 동위 원소이다 플루토늄 238의 자연 붕괴에서 생기는
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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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962

http://blog.naver.com/revive0106?Redirect=Log&logNo=139550538
http://blog.naver.com/hyungoo3352?Redirect=Log&logNo=701250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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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 따라잡기
중학교
▪ 기획

정진수, 조향숙, 김훈, 허준영(이상 한국과학창의재단)
▪ 집필 및 개발
[초등 1~2학년]

서영선(평택 송북초), 신연옥, 한덕희(이상 용인 독정초)
[초등 3~4학년]

김정아(수원 권선초), 노일(시흥 월곶초), 이환규(수원 매탄초)
[초등 5~6학년]

이찬미, 이혜원(이상 서울 석계초), 한정진(서울 이대부초)
[중학교]

김석중(인천 만수중), 서정선(경기과학고), 이정훈(서울 사대부중)
▪ 내용 관련 문의
한국과학창의재단(www.kofac.re.kr) 융합교육정책실 STEAM교육 담당자
이메일 : steam@kofac.re.kr
전 화 : (02) 559-3944~46 팩 스 : (02) 555-0702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서면 허락 없이는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기타 공공 목적에 따른 활동’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