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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는 몇 개의 원소로 이뤄져 있을까? 언뜻 수천, 수만 가지의 원소가 있을 것 같지만 정
답은 118개다. 이 118개의 원소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한눈에 정리한 것이 바로 주기율
표다. 1번 수소부터 92번 우라늄까지는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져 지구로 전해졌고, 나
머지 26개 원소는 사람이 실험실이나 원자로에서 합성한 것이다. 

주기율표를 보는 법은 간단하다. 서로 비슷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가진 무리끼리 배
열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족인 알칼리 금속 원소들은 공통적으로 은백색을 띠며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반응성이 커서 물과 만나면 폭발을 일으킨다. 2족인 알칼리 토
금속과 함께 폭죽의 원료로 쓰인다. 반면 18족인 원소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낮다. 무색, 
무취, 불에 타지 않는 기체 원소로 비활성 기체라고 불린다. 네온사인을 밝히는 가스의 
원료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기율표의 원리를 이해하고 더 많은 원소를 찾아내기 
위한 과학자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 경제적 지원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서로 협동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학 발전에 필수라는 점을 경
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 원소 주기율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
의 새로운 주기율표를 만들어 본다. 2차시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원소를 상상해 보고 실
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토의한다. 과학자와 경제적 지원자의 입장에서 협력하는 방법
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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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기율표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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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10통과01-03] 주기율표의 1족과 17족 원소를 통해 
동족 원소는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다룬다. 원소의 성질에 따라 주기성이 나타남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다룬다.

학습목표

1. 주기율표의 발전 역사와 규칙성을 알 수 있다.
2. 여러 원소의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3. 원소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가상의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 볼 수 있다.
4. 실제 과학자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에 성공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주기율표의 규칙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2. 과학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새로운 주기율표를 만들었는가?
3. 가상의 새로운 원소를 현대 주기율표의 규칙에 맞게 만들었는가?
4. 진심으로 과학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과학자와 경제적 지원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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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자료 제시 전체학습
· 학습지에 주어진 내용과 영상을 통해 주기율표의 원리 이해하기
· 족과 주기의 특징 이해하기

자료분석
새로운 기준 

만들기
전체학습

· 주기율표 분석하기
·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류 기준 만들기
·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주기율표 만들기

정보 
발표하기 전체학습

· 현대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가상의 원소 만들기
· 가상의 원소에 이름을 정하고 존재 가능성을 탐구해 발표하기

활동 
발표하기 전체학습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자 설득하기
· 발표한 가상 원소의 실존 가능성을 과학적 근거로 판단하기

집단 의사 
결정 및 

평가
전체학습

· 과학자 입장에서 연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개선 방향 제시하기
· 경제적 지원자 위치에서 그 역할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합의점 찾기

단순히 화학문제를 풀기 위해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소 주기율표가 만
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주기율표에 담겨있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나만의 주기율표와 가상의 원소를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창의성과 독창성을 기를 수 있
다. 또 과학자와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극을 통해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접 기회를 갖는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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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탄생, 그 험난한 여정

1차시 2차시

주기율표의 탄생 과학 발전과 과학기술 정책

· 주기율표의 역사와 원리 이해

· 주기율표 분석

· 창의적인 주기율표 만들기

· 주기율표 규칙에 근거해 가상 원소 상상하기

· 가상 원소 존재를 설명하고 경제적 지원(연구자금) 
요청하기

· 과학자와 경제적 지원자 사이의 협업 과정 이해하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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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8분

프롤로그
· 원소 주기율표 이해하기

참고 동영상 ‘주기율표 속에 담긴 비밀’ / 동아사이언스 2017.3. 10.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7029

전개

5분
원소 주기율표 분석하기
· 족과 주기의 특징 이해하고 분류하기
· 차이점과 공통점 정리하기

33분
개성 있는 원소 주기율표 만들기
· 새로운 분류 기준 만들기
· 새로운 주기율표 만들어 발표하기

정리 4분
2차시 예고
· 새로운 가상의 원소 만들기 안내
· 과학 발전과 과학기술 예고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주기율표의 발전 
역사와 규칙성을 알 수 
있다.
2. 여러 원소의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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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원소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가상의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 볼 수 
있다.
2. 실제 과학자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에 성공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2분
수업 안내 
· 주기율표 속 원소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질문을 통해 흥미 유도하기

전개

5분

원소의 이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기
· 많은 원소의 이름이 발견자나 발견자 국적을 따랐다는 것을 알기
· 이는 원소 발견자의 성과를 기리기 위함이며,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참고 기사 ‘주기율표에 이름을 남긴 과학자들’ / 동아사이언스 2011. 12. 26.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5395376 

20분

가상 원소 만들기
· 주기율표 기준으로 미래에 발견될 수 있는 가상의 원소 상상하기
· 원소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지 고민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존재가능성 제시하기
· 경제적 지원 가치 판단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2월호 ‘꽉 찬 주기율표 새로운 화학 문 여나’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2N032

20분

과학자와 경제적 지원자의 위치에서 입장 표방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12월호 ‘100년 日기초과학 경쟁력의 상징’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41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받기도 힘들고 받아도 힘들었어요’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37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연구비보다 연구 자유가 중요했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36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커피와 자유, 그리고 협업’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39 

여성과학자의 역할과 비율 감소 공감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9월호 ‘너와 나의 연결고리 과학자언니’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9N037 

정리 3분

내용 정리
· 새로운 원소를 찾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알기
· 여성과학자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알기
· 과학자와 경제적 지원자 사이의 협업의 중요성 알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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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거리 1. ‘원소기호 103번 로렌슘을 아시나요’ / 동아사이언스 2015. 4. 12.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6621

2. ‘한국판 퀴리 부인 찾아보니’ / 동아사이언스 2014. 10. 17.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5327

3.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타, 기간 줄이고 경제성 덜 따지고’ / 동아사이언스 2017. 1. 18.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1169

4. 어린이과학동아 2013년 19호 ‘숨어있던 115번이 나왔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319N003

5. 과학동아 2010년 5월호 ‘원자번호 117번 원소 만들었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005N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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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A와 자외선B는 차단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외선A는 주로 이산화티탄(TiO2)이나 
산화아연(ZnO) 분말을 이용한다. 나노 크기의 분말을 피부에 발라 자외선A를 물리적으
로 산란시킨다. 보통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른다. 너무 많이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백탁현상이 나타나 곤란할 때도 있다. 

반면 자외선B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한다. 옥시벤존(벤조페논-3), 뷰틸메톡시
디벤조일메테인 같은 약 20가지의 유기화합물 중 5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만든다. 유기화
합물이 자외선B를 흡수해 열에너지로 분산시키는 원리다. 각각의 유기화합물은 조금씩 
다른 영역대의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섞어 쓰면 더 넓은 범위의 자외선을 차
단할 수 있다.

차단제 성분 외에 베이스 성분과 제품의 물성도 차단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차단 효과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차단제의 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비어-
람버트 법칙에 따라 차단제를 바른 두께와 농도가 클수록 빛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
이다. 그러나 농도가 아주 많이 높아지면 피부에 해롭다. 화장품 회사들이 복잡한 우회로
를 찾는 이유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결합물의 양면성을 분석하고 인간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어떻게 다양한 화합결합물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
이다. 

이 프로그램은 3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는 자외선 차단제품의 원리와 적절한 사용
에 대해 발표하고, 2차시에 더 많은 화학제품의 양면성에 대해 알아본 뒤 대체 물질을 조
사해 본다. 마지막 3차시에는 과불화화합물의 안정성까지 학습해 일상생활 용품의 사용
에 대한 안전성과 유해성, 그리고 위해성까지 판단하는 사고를 기를 수 있다.

01
SSI

통  합 
과  학 화학제품의 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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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화학제품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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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10통과01-04] 주요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를 안정성을 지닌 원소의 예로 
설명한다.
[10통과01-05] 화학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이온 결합, 비금속 원소간의 공유 결합을 
다룬다. 

학습목표

1.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종류를 알아본다.
2.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과 유해성, 그리고 위해성을 알고 구매의사를 밝힐 수 
있다.
3. 화학성분 노출계수의 의미를 알고 적당한 사용량을 알 수 있다.
4. 화학성분과 천연성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5. 과불화화합물의 정의를 이해하고 용도와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6. 과불화화합물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을 알아보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된 화학결합물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2. 노출계수의 정의를 이해하고 필요성 여부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3.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용도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4. 화합물의 안정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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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자료수집
모둠학습
개별학습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 분석하기
· 화학성분의 특징과 장단점 조사하기

문제 인식
모둠학습
개별학습

·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자외선 차단제 찾기
· 자외선 차단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구입할 것인지 판단하기
· 자외선 차단제 광고의 문제점 분석하기

자료조사와 
분석

NIE를 
활용한 
활동

· 화학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주제로 한 신문기사를 읽고, 분석하기
· 조사를 바탕으로 화학제품의 사용 여부 판단하기
· 다양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발표하기

문제 분석과 
토의 모둠 토의

· 과불화화합물 사용 실태 조사하기
· 과불화화합물 대체 제품을 알아보고 발표하며 대체 제품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 모둠 발표 내용으로 신문기사를 만들기

평가
개인평가 
집단평가

· 발표한 신문기사를 읽고 과불화화합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개인 
판단하기
· 신문기사를 발표한 모둠의 발표 내용 평가하기

이 프로그램은 신문기사를 활용한 NIE(Newspaper In Education) 활동으로 과제를 해
결한다.

NIE 적용 방법은 행동 목표별로 ‘찾기’ ‘이해하기’ ‘창조하기’ ‘평가하기’처럼 4개로 구
분할 수 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의 ‘이해하기’ 영역에서는 K-W-L(Know-Want-Learn)
학습법을 활용한다. K-W-L 학습법은 학습자가 신문기사를 읽고, ‘아는 점’ ‘알고 싶은 점’ 
‘알게 된 점’을 정리하며 학습하는 방법이다. 평가는 동료평가로 진행한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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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의 세 얼굴

1차시 2차시 3차시

자외선 차단 제품의 진실 화학제품 사용과 우리의 안전 발전하는 화합물, 
종착지는 자연?

· 자외선 차단제의 PA등급과 
SPF지수, 자외선 차단 정도 
사이의 관계 이해하기

· 자외선 차단제의 화학성분과 
특징, 장단점 알아보기

· 자신의 활동 범위에 맞는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 찾기

· 구매의사를 밝히고 그 이유 
말하기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품의 광고를 보고 문제점 
말하기

·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학물질 
알아보기

· 피부 외 흡입형 화학제품을 
찾아 전성분, 사용방법, 주의사항 
알아보기

· 노출계수의 의미를 알고, 
화학제품의 노출계수 표시에 대한 
입장 발표하기

· 화학제품 사고 관련 기사를 찾아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 발표하기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분석하기

· 과불화화합물의 특징을 조사하고 
사용 분야 찾아보기

· 과불화화합물 대체품 조사하기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신문기사를 만들기

· 평가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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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3분

프롤로그
· 자외선 차단제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질문으로 흥미를 유도하고 문제 상황 인식하기
· 자외선 차단제 사용 경험 발표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알쓸신잡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 3’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32

전개

25분

자외선 차단제의 화학성분과 역할 알아보기
· PA등급과 SPF지수를 이해하기
· 시중에서 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PA등급과 SPF지수 찾기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찾아보기
·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있는 화학성분 조사하기
·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조건이 잘 맞는 비슷한 제품을 찾고, 각자 구매의사를 
이야기하기

20분

광고 분석하기
· 신문이나 TV, 인터넷, 잡지 등에서 자외선 차단제 광고 찾아보기
· 광고에서 제품의 안정성 여부, 화학성분 안내 등을 살피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찾아 
이야기하기

정리 20분

정리하기
· 화학제품 안전성 고민하기
· 제품 성분 표시 읽는 법 배우기

2차시 예고 
· 흡입형 방향제를 각자 하나씩 가져오기
· 흡입형 방향제 외에 피부에 접촉하는 화학물질 알아오기

유의점 가능하면 조별로 서로 다른 제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종류를 알아본다.
2.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그리고 안전성과 
위해성을 알고 
구매의사를 밝힐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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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화학성분 노출계수의 
의미를 알고 적당한 
사용량을 알 수 있다.
2. 화학성분과 
천연성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2분
프롤로그 
· 각자 가져온 흡입형 방향제 소개하기
· 모둠원과 함께 가져온 방향제의 성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개

10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뉴스 시청하고 자료 읽기
· 학생용 활동지에 있는 자료를 읽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 정리하기
· 노출계수에 대해 이해하고, 노출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정리하기
· 제품에 적혀있는 노출계수를 찾아보고, 노출계수가 없는 제품은 인터넷을 이용해 조사하기
· 노출계수가 표시 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토의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6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노출계수를 따져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6N031

15분

각자 가져온 화학제품의 전성분 찾기
· 준비물로 가져온 제품의 성분표시를 읽고 전성분 찾아 정리하기
· 짝끼리 결과 비교하기(여러 제품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성분 알기)
· 다양한 제품의 인체 유해성과 환경 위해성을 다룬 기사를 참고해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신문기사의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 ‘기사제목’ ‘주제’ ‘해로운 이유’ ‘대처방법’ ‘아는 점’ ‘알고 싶은 점’ ‘알게 된 점’ 정리하기
· 분석한 기사를 바탕으로 화학제품이 꼭 필요한지 토론하기

20분

여성용품의 안정성에 대해 토의하기
· 여성용품 속 화학물질 소개하기
· 여성용품 속 화학물질의 문제점 생각해 보기

전성분 표시법 조사하기
· 전성분 표시법 적용 범위 조사하기
·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발표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10월호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경로 추적해보니’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0N041

정리 3분

편리성과 유해성 고민하기
·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 알기

3차시 예고
· 과불화화합물 예시 찾아오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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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과불화화합물의 
정의를 이해하고 용도와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2. 과불화화합물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을 
알아보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08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2분
수업 안내 
·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지 물어보면서 흥미 유발하기

전개

15분

과불화화합물 정의와 용도 이해하기
·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정의 알기
·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되는 분야와 용도 찾기

과불화화합물의 유해성, 위해성을 피하기 위한 대체품이나 방법 탐색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7월호 ‘편리한 현대의 딜레마, 포장지 속 과불화화합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7N034

7분 탐색해 얻은 대체품 장단점 정리하기

20분
신문기사 작성하기
· 과불화화합물과의 안정성과 대체품 장단점의 자료를 모아 신문기사 쓰기

정리 6분
정리하기
· 모둠이 발표한 기사 내용을 토대로 과불화화합물의 사용 여부 판단하기
· 모둠별로 발표한 신문기사 평가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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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더 읽을거리 1. ‘[강석기의 과학카페]청바지 파란색 인디고, 녹색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 	   
      동아사이언스 2018. 1. 23.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1209

2. 과학동아 2017년 12월호 ‘플라스틱이 물벼룩 생존 위협한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04

3. 어린이과학동아 2017년 14호 ‘얕보면 큰코다친다! 센 종이의 등장’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714N018

4. 과학동아 2014년 5월호 ‘우주선부터 인공장기까지 필요한 건 다 만듭니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5N055

5.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과학자의 부엌]크루아상과 애플파이 맛의 비밀은?’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1054

6. 과학동아 2016년 1월호 ‘착한 패딩을 찾아서’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1N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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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울 독감이 기승이다. 2017년 12월 1일 기준, 병원에 방문한 환자 1000명 중 7.7명이 
독감 환자로 집계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한 
달 만인 2018년 1월 첫 주 독감 환자가 10배나 늘었다. 하지만 이중 절반 정도는 이미 독
감 백신을 맞았다. 독감 백신은 왜 먹통이 됐을까.

#2 구제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으로, 사슴 같은 우제류 사이에서만 도는 전
염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약 3km 이내에 있
는 모든 농가에서 유제류를 살처분하고 있다. 2017년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다
시 발생했다. 11개월 만이다. 하루 이틀 사이에 전북과 경기까지 퍼지더니, 결국 일주일 만
에 소 1200마리가 넘게 도살됐다. 구제역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농민과 전
문가들은 각각 다른 원인을 들고 있다. 또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구제역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며, 구제역에 대처할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

#3 ‘안아키’와 ‘안예모’를 들어봤는가. 안아키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안예모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이하 안예모)’이다. 이름만 봐서는 아이를 건
강하게 키우기 위한 모임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들은 백
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 
BCG(결핵) 예방접종을 맞히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다. 백신은 맞힐 필요가 없는 것인가. 백신은 위험한 것인가.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현명한 백신 사용을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 바이러
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이해하고, 구제역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2차시에 최근 사회 문
제가 되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한 뒤, 현명한 백신 사용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백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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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단백질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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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물질과 규칙성
[10통과02-02]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기본적인 단위체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형성됨을 
단백질과 핵산의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바이러스의 구조를 이해하고, 바이러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원인을 살펴보고, 구제역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3. 백신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4.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본 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바이러스의 구조를 이해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구제역 바이러스의 대처 방안을 과학적 개념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3. 백신의 기능을 단백질 구조와 연관해 설명할 수 있는가?
4. 하브루타 수업을 통해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
  로 발표할 수 있는가?

03



23

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논제
조사하기 개별학습

논제 정하기
· 구제역 바이러스의 대처 방안
· 백신 접종의 안전성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정하기
· 다양한 글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반으로 표현하기

각 입장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기
·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짝 토론 짝 학습
각 입장에 따라 둘씩 짝 지어 논쟁하기
· 짝 토론으로 짝의 입장 파악하기

모둠 논쟁 모둠학습
각 입장을 내놓고 모둠 별로 토론하기
· 모둠 별로 입장 정하기
· 그 입장의 근거 정리하기

발표 전체학습 각 모둠의 입장과 근거 발표하기

쉬우르 전체학습
교사와 쉬우르
· 단백질과 바이러스의 구조와 기능 정리하기
· 정부의 방역 대책, 백신 접종의 필요성 정리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논쟁 중심의 하브루타 수업 모형’이다. 논
쟁 중심의 하브루타는 논쟁할 논제, 즉 이슈를 정한 뒤 그 논제를 중심으로 짝 토론과 모
둠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은 논제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조사한다. 짝 토론
과 모둠 토론을 거쳐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쉬우르(공유, 피드백)를 통해 의견을 결
정한다. 

이 수업에서는 질문과 토론, 논쟁을 통해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력, 창의성, 
상상력, 토론 능력, 자기 이해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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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옳다?

1차시 2차시

바이러스의 이해 백신의 안전성

· 인플루엔자의 똑똑한 생존 전략
  ￫ 바이러스의 구조와 특징 이해하기

· 구제역 바이러스
  ￫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원인 파악하기
  ￫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안 찾기

· 4가 백신, 맞을까 말까?
  ￫ 백신의 기능, 변이, 종류 이해하기

· 백신, 꼭 맞아야 할까?
  ￫ 논쟁 중심의 하브루타 수업 진행하기
  ￫ 제시된 논제에 대해 찬반 의견 정하기
  ￫ 짝 토론, 모둠 토론, 학급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     
     공유하기

· 발표와 평가
  ￫ 교사와의 수업 정리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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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10분

프롤로그
체내 구성 물질 (물 > 단백질 > 지질)
· 단백질은 아미노산 연결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기 
· 단백질의 기능 살펴보기

유의점 아미노산의 연결 방식에 대해 색종이, 블록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전개

15분

인플루엔자의 똑똑한 생존 전략
·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과 특징 살펴보기 
  ￫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며, 바이러스의 단백질 부위의 변화가 바이러스의    
     변이를 일으킴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세상에서 가장 영악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2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변신의 귀재, 인플루엔자의 똑똑한 생존전략’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4

20분

구제역 바이러스
· 논제 찾기 : 구제역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
· 자신의 의견 제시하기 :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원인 파악하기
· 논제에 대해 짝 토론 : 구제역에 대처할 방법에 대해 짝과 의견을 공유하기
  ￫ 개인적, 사회적인 관점을 다양하게 고려해 주장 제시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2017 구제역 바이러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64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2017 구제역 전파 원인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66 

유의점 종소리나 벨소리를 이용해 논쟁 시간을 통제한다.

정리 5분
2차시 예고
· 하부르타 수업 소개
· 2차시 ‘백신, 꼭 맞아야 할까’에 제시된 관련 기사를 미리 읽고,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오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바이러스의 구조를 
이해하고, 바이러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원인을 살펴보고,  
구제역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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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백신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2.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본 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3분
동기 유발
· 독감 예방 주사 접종 경험, 독감 발병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전개

10분

4가 백신, 맞을까 말까?
· 백신의 기능 :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관여함을 인식한다.
· 바이러스 변이 : 유전자, 단백질의 변화에 의한 바이러스의 변이를 이해한다.
·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과학적 방법이 있는지 찾아본다.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5년 12월호 ‘4가 백신, 맞을까 말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2N018

30분

논쟁 중심 하부르타 수업 진행
· 논제 파악하기 : 백신, 꼭 맞아야 할까?
· 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 정리하기
· 논제에 대해 짝 토론, 모둠 토론, 학급 토론 진행하기 
· 모둠별 의견 발표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7월호 ‘백신을 못 믿는 사람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7N057

과학동아 2017년 7월호 ‘백신은 정말 옳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7N058

유의점 미리 자신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정리해 오도록 안내한다.

종소리나 벨소리를 통해 논쟁 시간을 통제한다.

정리 7분

교사와의 쉬우르(수업 정리)
· 단백질의 역할
· 바이러스의 구조와 생존 전략, 예방법
· 정부의 방역 정책, 규제
· 백신, 꼭 맞아야 할까?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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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7년 5월호 ‘생물인 듯 생물 아닌 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 발견’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5N023

2. 과학동아 2016년 6월호 ‘지카 잡으러 총출동한 과학자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6N035

3. 과학동아 2016년 7월호 ‘암 RNA 이용한 만능 항암백신 나올까’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7N017

4.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키메라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예방한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6

5. 과학동아 2016년 3월호 ‘주사 No! 빛으로 백신 맞으세요’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3N004

6. 과학동아 2017년 12월호 ‘北 생화학 무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26



28

자외선 차단제를 사기 위해 화장품 가게에 들렀다. 두 제품이 나란히 당신을 유혹하고 있
다. 한쪽엔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다른 한쪽엔 ‘백탁 현상 없는 신제품’이라는 광고가 붙
어 있다. 당신은 신제품을 집어 들곤, 잘 한 선택이라고 자부할 것이다. 제품 뒷면에 쓰인 
‘나노입자’라는 글자를 보기 전까진.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산화티타늄은 보통 흰색이지만, 나노입자로 만들면 투명해
진다. 차단제를 발랐을 때 얼굴이 하얗게 뜨는 ‘백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눈을 커 보
이게 하는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 함유된 탄소 나노입자는, 피부에 잘 달라붙기 때문
에 오래 지속되고 번지거나 뭉치지 않는다. 나노입자는 살균·멸균·항균 효과도 뛰어나 
칫솔·치약·세탁기·젖병 등에도 널리 쓰이며, 폐수 정화나 자동차 신소재에도 활용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나노제품은 2006년 
212종에서 2013년 1628종으로 7년 사이 약 7.7배 증가했다. 화장품만 보더라도 2020년
에는 세계적으로 약 105t이 유통될 전망이다.

문제는 나노입자가 기존 화학물질에 비해 인체의 미세한 장벽을 통과하는 능력이 탁
월하다는 점이다.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허파세포로 들어가며, 심지어 뇌에도 들
어갈 수 있다. 비비안 하워드 영국 리버풀대 교수는 금 나노입자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소재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 다양한 신소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과
학적 원리를 학습한다. 2차시에 신소재 개발과 재활용에 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집단 의
사결정 과정을 경험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편리함과 환경 사이,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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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신소재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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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10통과02-03] 물질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소재를 개발한 사례를 찾아 그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킨 신소재 개발 사례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2. 신소재를 개발하는 방법과 기술을 알고, 다양한 소재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를 조사하고 신소재 기능을 활용한 제품을 고안할 수 있다. 
4. 신소재 활용과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대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5. 신소재가 쓰인 제품에 대해 실천할 ‘우리의 약속’을 의사결정해 구성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신소재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2.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접근했는가?
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했는가?
4. 실천 가능한 ‘우리의 약속’을 구성했는가?

기타
학습활동지에 제시된 기사 분량이 많으므로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기사를 읽고 오도록 
안내한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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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자료조사 개별학습 · 나노입자, 희토류 등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 실태 조사하기

모둠편성 및 
역할분담 조별학습

· 모둠을 편성하고 역할 분담하기
· 신소재를 활용하는 제품(예:스마트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중 한 사람으로 
역할 설정하기

개인
의사결정 개별학습

· 역할에 따른 개인의 주장 정리하기 
· 합리적 주장을 위한 근거 수집하기

집단
의사결정과

평가
전체학습

· 개인의사결정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 최종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의사결정하기
· 의사결정의 합의과정을 평가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에피소드법’이다. 에피소드법은 학습자가 
어떤 상황에 놓인 각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별 의견을 수립하고, 집단의사결정 과
정에서 개인별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집단의사결정의 결과물은 역할을 맡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사회에 어떻게 반영되고, 집단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경험한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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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과 환경 사이, 신소재

1차시 2차시

신소재 활용 제품 이해 신소재 활용 제품에 대한 ‘우리의 약속’

· 신소재 개념 정의 

· 신소재 개발 방법과 기술 이해

· 장점과 단점 분석

· 신소재 기능을 활용한 제품 설계

· 신소재 활용 제품 표시 이해

· 신소재 제품 사용에 대한 우리의 약속 구성

· 발표와 평가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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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프롤로그  
· 폴더블폰, 롤러블 디스플레이 TV 소개 동영상 시청하며 동기 부여하기
· 동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 나누기

참고 동영상 ‘접어서 주머니에 쏙… 폴더블 스마트폰 내년에’ / 연합뉴스TV 2017. 10. 28.

https://www.youtube.com/watch?v=OOIFoVv8x9s

‘LG 롤러블 디스플레이 TV 공개’ / LG 페이스북 2018. 01. 09.

https://www.facebook.com/LGtalks/videos/1848729301827281/ 

전개

20분

신소재 정의하기 

폴더블폰에서 신소재 기능 정리하기
· 신소재 기술의 장점과 단점 분석하기 
·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가진 신소재가 있으면 
좋을지 토의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폴더블폰, 그분이 오신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801N020

20분

자연을 모방하여 만든 신소재 사례 기사 분석
· 신소재 개발 방법과 원리를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의 변화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 신소재 기술의 장점과 단점 분석하기
· 앞으로 개발하고 싶은 제품에 신소재 기능 넣어 고안하고 발표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11월호 ‘오징어 위장술 모방한 신소재 개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1N016

과학동아 2012년 7월호 ‘과학자들이 탐내는 생체모방 명품 7선’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7N010

정리 5분

다양한 신소재 기술 적용 사례 정리하기
· 신소재 기술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기

2차시 예고 
· 에피소드법 소개
· ‘우리의 약속’ 구성 안내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킨 신소재 개발 
사례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2. 신소재를 개발하는 
방법과 기술을 알고, 
다양한 소재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를 조사하고 
신소재 기능을 활용한 
제품을 고안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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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신소재 활용과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대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2. 신소재가 쓰인 제품에 
대해 실천할 ‘우리의 
약속’을 의사결정해 
구성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수업 안내 
· 이전차시 학습에서 다룬 신소재 내용 언급
· 다양한 신소재가 활용된 휴대폰 폐기로 인한 문제상황 인식 위해 동영상 시청 

참고 동영상 ‘폭발 논란 갤럭시 노트7 공급 전면 중단’ / YTN 2016. 8. 31.

https://www.youtube.com/watch?v=JQj454RXRVI 

전개

20분

신소재 활용 제품 이해하기
· 신소재가 쓰인 제품의 재활용, 환경오염, 또는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갈등상황 
조사하기(개별학습)
· 신소재를 활용하는 제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중 한 사람으로 역할 선정(조별학습)
· 다양한 제품군에서 신소재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거나 정확히 표시하는 것의 중요성 
인식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갤럭시노트7 430만 대의 운명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29 

과학동아 2016년 1월호 ‘내가 쓴 화장품이…해안을 더럽힌다고?’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1N036

과학동아 2014년 12월호 ‘화장품 바르다 나노 중독 될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12N045

20분

신소재 활용 제품 사용에 대한 ‘우리의 약속’ 구성하기
· 근거에 기반한 개인 의견 제시하기
· 토의를 통해 모둠 안 결정하기

발표 자료 구성 및 발표하기
· 발표 자료 기획하기
  ￫ 역할 분담하기
  ￫ 발표 자료 제작하기
  ￫ 발표하기

정리 5분
평가하기
· ‘우리의 약속’의 타당성 평가하기
· ‘우리의 약속’ 발표 평가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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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다양한 신소재 소개 기사

1.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그래핀과 포스포린 장점만 모았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801N003 

2.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종이로 만든 고감도 압력 센서’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801N014

3.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50초 만에 충전되는 배터리 개발되나’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18

4. 과학동아 2015년 5월호 ‘늘었다 줄었다 스타킹 같은 전자소재’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5N016

생체모방 신소재 소개 기사

과학동아 2012년 7월호 ‘베껴야 사는 과학! 생체모방의 세계’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7N009

환경을 위협하는 소재 소개 기사

1. 과학동아 2017년 12월호 ‘플라스틱이 물벼룩 생존 위협한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04

2. 과학동아 2017년 5월호 ‘내 옷이 만든 재앙 해양 미세섬유의 습격’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5N037 

환경 오염 소재 분해하는 곤충 소개 기사

과학동아 2017년 6월호 ‘새롭게 주목 받는 환경 곤충, 플라스틱 먹는 애벌레’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6N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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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구 시스템
01 지구와 화성 사이  #화성 이주
02 화산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화산과 지진

생명 시스템
03 엄마 둘, 아빠 하나  #미토콘드리아
04 수다스러운 DNA  #DNA
05 미지의 생명을 설계하다  #유전자 가위

시스템과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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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인이 화성에 한 달 이상 머물며 탐사할 수 있을까? 화성 표면에 오랜 시간 있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온도도 엷은 대기도 아니다. 우주방사선이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태양 내부에서는 많은 양의 방사선이 방출된다. 플레어나 코로나질량방출과 
같은 격렬한 태양 폭발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전자와 양성자가 빠
른 속도로 분출된다. 모두 인간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태양계 밖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도 있다. 은하 우주선(GCR)이다. GCR의 대부분
은 양성자이지만, 헬륨이나 다른 무거운 입자도 포함돼 있다. GCR이 특히 위험한 이유
는 우주선이나 거주지 등과 부딪히면서 2차 우주선을 발생시켜 우주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거대한 자기권이 우주 입자들의 방향을 바꿔 방사선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화성은 자기권도 없는데다 대기까지 엷어 우주 방사선에 그
대로 노출된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이
해하고, 우주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서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명체가 화성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2차시에서는 
우주개발에 대한 쟁점들을 알아보고,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지구와 화성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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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화성 이주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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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지구 시스템

[10통과04-01]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라는 시스템의 
구성요소이면서 그 자체로 수많은 생명체를 
포함하는 시스템임을 추론하고,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상호작용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알고, 이를 화성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3. 우주개발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해 적절한 예시를 제시했는가?
2.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타당하게 제시했는가?
3. 제시한 테라포밍(Terraforming) 방법은 과학적인가?
4. 우주개발에 대한 쟁점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가?
5.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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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문제 인식
개별학습
모둠학습

·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이해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조건 파악하기
·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제시하기
· 우주개발과 관련된 쟁점 인식하기

문제 해결 모둠학습
· 정치, 경제, 환경, 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우주개발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제시하기

창안 모둠학습
· 역할 분담하기
· ‘캠페인 포스터’ 제작하기

발표와 공유 전체학습
· 발표 & 공유하기
· 전체 의견 교환하기

평가 전체학습
· 평가하기
· 칭찬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SSCS 문제해결법’이다. SSCS 문제해결법
은 문제를 인식하고(Search),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며(Solve), 이를 효과적으
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을 창안한 뒤(Create), 발표 및 공유한다(Share).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부터 학생들은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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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화성 사이

1차시 2차시

테라포밍(Terraforming)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개발의 배경과 필요성 인식

우주개발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와 상호작용 
이해하기

·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인 지구 시스템의 하위 
요소 파악하기

·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제시하기

· 우주개발과 관련된 주요 쟁점 인식하기

· 충돌되는 가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

·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고, 캠페인 활동 및 
공유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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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프롤로그
· 학습 동기 유발하기
· 화성에 외계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11월호 ‘우주 방사선을 극복하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1N037

전개

20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지구’
·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기
·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지구 시스템 하위 요소들의 역할 이해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5년 2월호 ‘방사능벨트가 지구 보호한다고?’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2N036

과학동아 1993년 5월호 ‘기온조절·자외선차단, 유일한 푸른행성 지구의 생명체 지켜준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305N002

20분

테라포밍(Terraforming) 프로젝트 –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화성’ 조성하기
· 지구와 화성의 차이점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생각하기 
·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아이디어 제안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5년 9월호 ‘태양계 행성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9N002

과학동아 2016년 11월호 ‘우주 방사선을 극복하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1N037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최초의 화성 집, 물로 짓는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31

정리 5분

테라포밍(Terraforming) 아이디어 공유하기
· 화성 이주를 위해 추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 공유하기
· 우주개발의 필요성 인식하기

2차시 예고 
· 우주개발의 주요 쟁점 분석하기

유의점 다음 차시에 ‘캠페인 활동 포스터’를 제작한 후 캠페인 활동을 할 것이므로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상호작용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알고, 
이를 화성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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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우주개발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2분
수업 안내 
· 우주개발 역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통해 동기 유발하기

전개

20분

우주개발에 대한 주요 쟁점 인식하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우주개발의 쟁점 조사하기

문제해결 방안 제시하기 
· 우주개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7월호 ‘화성 탐사? 여성 우주비행사 연구부터’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7N052

어린이과학동아 2016년 22호 ‘우주 쓰레기 청소 대작전’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622N013

25분

캠페인을 위한 준비 : ‘캠페인 활동 패널’ 제작하기
· 캠페인 활동을 위한 포스터 기획하기
· 역할 분담하기
· 캠페인 활동을 위한 포스터 제작하기
· 교실 내 캠페인 활동하기

유의점 포스터는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

정리 3분
평가하기
· ‘캠페인 활동 포스터’의 타당성 평가하기
· ‘캠페인 활동’ 평가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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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7년 11월호 ‘초강력 태양폭풍 지구 강타한 이유는’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1N002

2. 과학동아 2011년 9월호 ‘지구의 형성과 진화’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9N064

3. 과학동아 2017년 11월호 ‘마션 인 하와이 8개월의 기록’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1N036

4.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1998~2018, 해시태그로 본 20년의 기록’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801N036

5. 과학동아 2006년 10월호 ‘총성 없는 우주전쟁’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0610N021

6. 과학동아 2001년 2월호 ‘쓰레기로 몸살 앓는 우주공간’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0102N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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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불과 31시간 간격으로 강력한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다. 당
시 이를 두고 ‘불의 고리’가 활성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조산대를 일컫는 말이다.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 그리고 지난 
1만 년 동안 가장 강력했던 지진 25건 중 22건이 일어난 뜨거운 지역이다. 태평양 남서쪽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캄차카반도, 알류샨 열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
리카 등 태평양 외곽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어 불의 ‘고리’라고 부른다. 길이만 4만 km
가 넘고, 인접한 화산 수는 450개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환경과 그 영향에 대해 이해하
고, 화산과 지진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화산과 지진 등 지질 재해
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3차시로 구성된다. 1, 2차시에서는 화산과 지진의 발생 원리와 영향을 
학습하고, 예측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3차시에서는 지질 재해를 둘러싼 사회
적 쟁점에 대해 찬반 논쟁(Pro-Con)을 한 뒤,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발표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화산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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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화산과 지진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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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지구 시스템

[10통과04-01] 지권의 변화를 판구조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에너지 흐름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화산이 폭발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로 제안할 수 있다.
3. 지진이 발생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지진을 예측하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로 제안할 수 있다.
5. 찬반 논쟁(Pro-Con)을 통해 지질 재해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을 판구조론 관점에서 이해했는가?
2. 화산과 지진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잘 제시했는가?
3. 화산과 지진의 발생을 예측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안했는가?
4. 화산과 지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쟁점을 이해하고,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발표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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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문제 인식
개별학습
모둠학습

· 화산 폭발과 지진의 발생 원인 이해하기
· 긍정적, 부정적 영향 파악하기
· 화산 폭발과 지진 발생을 예측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 제안하기

찬반 논쟁 
(Pro-Con) 모둠학습

· 지질 재해(화산과 지진 등)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체험하고 찬반 역할을 나눠 토론하기

평가 전체학습
· 평가하기
· 칭찬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찬반 논쟁(Pro-Con)’이다. 찬반 논쟁은 한 
개의 모둠 내에서 두 개의 소모둠을 구성한 뒤, 소모둠 간에 찬반 토론을 실시한다.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1차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바꿔 2차 찬
반 토론을 진행한다. 이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
장에 대해 깊이 이해한 뒤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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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차시 2차시 3차시

화산 폭발과 예측 지진 발생과 예측 지질 재해에 관한 쟁점

· 화산이 폭발하는 원리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 화산 폭발 예측하기

· 화산 폭발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과,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 제안하기

·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 지진 예측하기

·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 
제안하기

· 지질 재해(화산과 지진 등)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체험하기

· 찬반 논쟁(Pro-Con)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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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프롤로그  
· 학습 동기 유발하기
· 불의 고리에 대해 질문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불의 고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07

전개

20분

불의 고리
· 화산 활동이 발생했던 지역 조사하기

유의점 구글맵(https://www.google.co.kr/maps)을 활용하면 지역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을 오른쪽 클릭한 뒤 ‘이곳이 궁금한가요?’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알 수 있음을 

안내한다.

화산과 판의 경계
· 후지산과 백두산의 기원 이해하기
· 화산 발생 기원을 판의 경계와 관련해 설명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흔들리는 백두산, 꿈틀대는 후지산 D데이는 언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01

화산 폭발의 영향
· 화산 폭발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12월호 ‘20억t 천지 물이 마그마와 만나면’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2N028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마그마가 올라오는 소리를 감시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05

20분

화산 폭발 예측, 활용과 피해 예방
· 화산 폭발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을 조사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 화산 활동의 장점 활용 방안 제시하기
· 화산 활동의 피해 예방 아이디어 제시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마그마가 올라오는 소리를 감시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05

과학동아 2016년 12월호 ‘나는 백두산 화산학자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2N029

정리 5분
정리하기
· 화산 폭발에 대한 자신의 생각 공유하기
· 불의 고리를 따라 화산 활동이 일어난 지역 떠올리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화산이 폭발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로 제안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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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지진이 발생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지진을 예측하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로  
제안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수업 안내
·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지진 관련 동영상 보기

전개

20분

지진 규모와 진도
· 지진의 발생 원인 및 피해 조사하기
· 지진 규모와 진도의 차이점 알아보기
· 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생각해보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5가지 키워드로 본 한반도 지진’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28

과학동아 2014년 7월호 ‘서해에도 쓰나미가 온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7N008

유의점 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 날씨누리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http://www.weather.go.kr/weather/earthquake_volcano/domesticlist.jsp

유의점 리히터규모표와 수정 메르칼리 진도표를 제시해 지진 규모와 진도의 차이점을 학생 스스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20분

지진 예측, 피해 예방
· 지진 예측 기술 조사하고 자신의 아이디어 제안하기
· 지진 피해 예방 아이디어 제시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3년 5월호 ‘지진 예측 가능할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5N027

과학동아 2015년 6월호 ‘지진과 빅데이터-빅데이터로 경보하고 대피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6N007

과학동아 2017년 9월호 ‘석가탑과 첨성대 큰 지진에 견딘 비결’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9N033

정리 5분
정리하기와 3차시 예고
· 지진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하기
· 찬반 논쟁(Pro-Con) 방식 설명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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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찬반 논쟁(Pro-Con)을 
통해 지질 재해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다.

08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2분

프롤로그
·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된 사례를 제시해 동기 유발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12월호 ‘전국이 흔들, 가슴이 철렁, 포항 지진 5대 이슈’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25

전개

15분
포항 지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가 꼭 필요했나?
· 포항 지진으로 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3분

찬반 논쟁(pro-Con) 방법 숙지하기

유의점 모둠을 두 개의 소모둠으로 나누고,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1차 찬반 토론을 한다. 1차 찬반 

토론이 끝나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바꾸어 2차 찬반 토론을 한다. 2차 찬반 토론이 끝나면 모둠의 입장을 

정리한다.

25분

찬반 논쟁(pro-Con)하기
·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에 대해 찬반 논쟁(pro-Con) 진행하기
· 찬반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질 재해와 관련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개인적 
차원의 방안에 대해 토의하기

유의점 주장 및 반론 시 지난 시간에 조사했던 지진 예측과 피해 예방 방법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찬성, 반대 외에 제3의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안내한다.

모둠의 최종 입장 발표하기

정리 5분
평가하기
·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 평가하고 피드백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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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6년 12월호 ‘백두산 폭발 대해부’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2N025

2. 과학동아 2014년 5월호 ‘그대, 살아서 꿈틀대는 동해를 보았는가’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5N013

3. 과학동아 2016년 1월호 ‘딱딱한 지각판이 말랑해지는 순간’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1N021

4. 과학동아 2017년 11월호 ‘지진 규모 예측할 단서 찾았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1N020

5. 과학동아 2014년 5월호 ‘투명망토로 지진파 돌려보낸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5N034

6. 과학동아 2015년 6월호 ‘도시, 지진, 빅데이터’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6N005



54

영국 하원은 세계 최초로 부모 3명의 유전자를 결합해 아기를 낳는 이른바 ‘세 부모 아이
법’을 통과시켰고, 세 부모 아이의 시술도 승인했다. 세 부모 아이 시술을 허용한 나라는 
현재(2017년) 영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조만간 미국도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세 부모 체외 수정은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이상으로 인한 유전병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미토콘드리아로 인한 질병은 모두 모계 유전이기 때문에 엄마의 미토
콘드리아 이상은 아이에게 그대로 유전된다. 엄마의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적 결함은 아
기에게 150개 정도의 심각한 유전질환을 물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세 부모 체외 수정은 
미토콘드리아의 결함이 있는 엄마 난자에서 핵만 빼내고, 핵을 제거한 다른 여성(엄마?)
의 난자에 삽입해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세 부모 체외 수정이 논란인 이유는 이 법안으로 심각한 장애나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아
이는 줄어드는 한편 아이를 디자인하는 시대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가운데 2016년 4월, 세계 최초로 두 엄마와 한 아빠의 유전자
를 지닌 ‘세 부모 아이’가 태어났다.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에 의해 유전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 ‘리 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친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 부모 체외 
수정으로 아이가 태어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미토콘드리아의 모계 유전과 세 부모 아이의 유전 기술
을 이해하고, 세 부모 아이 기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반 대립토론을 통해 주장하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4차시로 구성했다. 1차시에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학습하고 미토콘드리
아와 모계 유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2차시에는 세 부모 아이의 유전 기술에 대해 알
아보고 세 부모 아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3차시와 4차시
에는 찬반 대립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제시하며 세 부모 아이
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01
SSI

통  합 
과  학 엄마 둘, 아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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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미토콘드리아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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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생명 시스템

[10통과05-01]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에는 인간과 
다양한 생물들이 포함되는데, 모든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포에서는 생명 현상 유지를 위해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출입이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미토콘드리아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미토콘드리아와 모계 유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3. 세 부모 아이의 유전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4. 세 부모 아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5. 세 부모 아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6. 자신의 의견을 찬반 대립토론을 통해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2. 세 부모 아이에 대한 입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3. 세 부모 체외 수정 기술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4. 세 부모 아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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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역할분담 조별학습
· 세 부모 아이를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 그리고 사회자, 청중으로 역할 
분담하기
· 역할에 따라 좌석 배치하기

토론 준비 조별학습
· 팀원의 의견을 모은 뒤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작성하기
· 팀별로 토론자료 제작하기

토론 실시 조별학습
· 토론 순서와 시간에 준수해 토론 진행하기
· 찬성팀과 반대팀은 각자의 주장을 내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 청중은 각 팀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며 경청하기

판정과 평가
조별학습
전체학습

· 청중에 의해 의사결정 선택하기
· 체크리스트에 의한 활동 평가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찬반 대립토론’이다. 찬반 대립토론은 한 
가지 논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규칙에 의해 벌이는 토론의 형태이다. 이 수업에
서는 첫 주장(입론) → 작전타임 → 1차 반론하기 → 작전타임 → 2차 반론하기 → 작전
타임 → 최종변론하기 → 청중 투표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순서에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
면서 토론하게 된다. 찬반 대립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지식을 습득해 논
리적·분석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듣기 능력
도 성장하며, 감정을 조절하며 반박하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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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둘, 아빠 하나

1차시 2차시 3-4차시

미토콘드리아, 넌 누구니? 엄마 둘, 아빠 하나 비윤리적인 기술 vs 
유전병에서 해방

· 세포에서의 미토콘드리아의 
역할과 기능 알기

· 미토콘드리아의 독립적인 
DNA와 이중막 구조로 인한 세포 
내 공생설 이해하기

· 모계 유전과 호주제에 대한 의견 
나누기

· 세 부모 아이의 사건 제시하기

· 세 부모 체외 수정 기술 이해하기

· 세 부모 아이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입장 이해하기

· 세 부모 아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과 근거 조사하기

· ‘세 부모 아이’에 대한 찬반 
대립토론하기
 ￫ 팀별로 토론 준비하기 
 ￫ 토론 순서와 시간에 따라 토론 
진행하기

· 청중에 의한 의사결정과 
평가하기

05

수업
전개도

*(참고) 찬반 대립토론 진행 순서

단계 순서 시간(50분) 내용

첫주장(입론)
찬성팀 5분

· 찬성팀이 먼저 첫 주장을 하고, 반대팀이 이어서 첫 주장하기
반대팀 5분

작전타임 양팀 4분
· 상대팀의 논리적 허점에 대해 모든 팀원의 의견 정리하기
· 상대팀의 세 개 이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1차 반론
반대팀 4분

· 반대팀이 먼저하고, 이어서 찬성팀이 반론하기
찬성팀 4분

작전타임 양팀 4분 · 1차 반론 내용을 듣고 어떤 반론을 펼칠 것인지 생각을 나누기

2차 반론
찬성팀 4분

· 찬성팀이 먼저하고, 이어서 반대팀이 반론하기
반대팀 4분

작전타임 양팀 4분
· 토론 내용과 상대방의 반론에 대한 우리팀의 반론을 포함시키기
· 상대팀 모순은 부각, 우리팀의 모순된 주장은 삭제하기

최종 변론
반대팀 4분

· 반론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 팀원이 나눠 발표하기
찬성팀 4분

청중 투표 판정인 4분 · 청중의 평가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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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동기 유발
· 세포 구조와 미토콘드리아 모습을 보여주며 시각적인 동기 유발하기

전개

25분

미토콘드리아의 역할과 기능 알기
· 진핵 세포의 구조 살펴보기
· 세포 소기관으로서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특징 정리하기

세포 내 공생설 이해하기
· 독립적인 DNA와 이중막 구조를 가진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개념 확장하기

15분

모계 유전과 호주제에 대한 의견 나누기
· 미토콘드리아와 모계 유전 이해하기
· 미토콘드리아 DNA와 호주제에 대한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의견 펼치기

유의점 아이의 성(姓)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에 대해 지도한다.

정리 5분

미토콘드리아와 모계 유전 개념 확인 및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유전병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사고 이끌어내기

2차시 예고 
·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유전병을 해결한 기술 소개하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미토콘드리아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미토콘드리아와 
모계 유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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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세 부모 아이의 유전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 부모 아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전차시 학습 확인 
· 미토콘드리아의 모계 유전 이해하기

동기 유발 
· 세계 첫 ‘세 부모 아이’의 탄생에 대한 뉴스보기

뉴스 동영상 https://youtu.be/GTUXzqio4mY

전개

25분

‘세 부모 아이’의 사건
· 사건과 논쟁 정리하기
· 세 부모 체외 수정 기술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 ‘세 부모’의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기
· 세 부모 아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분석하기

유의점 정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다.

15분
‘세 부모 아이’의 찬성과 반대
· ‘세 부모 아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주장을 쓰고, 근거 자료를 조사해 정리하기

유의점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정리 5분
3차시 예고와 개별 과제 제시
· ‘세 부모 아이’에 대해 찬반 대립토론하기
· 각 입장의 과학적 근거 조사해오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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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세 부모 아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2. 자신의 의견을 
찬반 대립토론을 통해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다.

08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10분

역할 분담 
· 세 부모 아이를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 사회자, 청중으로 구성하기

유의점 찬성과 반대팀은 같은 수의 학생으로 구성(4~6인), 사회자는 시간을 체크하며 전체 진행, 

청중은 토론 후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 진행하기

사회자는 진행할 수 있는 학생을 뽑거나 교사가 한다. 

전개

30분

토론 준비
· 역할에 따른 좌석 배치: 찬성팀과 반대팀은 마주 보고, 청중은 교실 뒤에 배치하기
· 역할별로 모여 의견 및 근거 모으기

좌석 배치도 

50분

토론 진행 (50분)
· 첫주장(입론)(찬성팀5분/반대팀5분) 
  ￫ 작전타임(4분) ￫ 1차 반론하기(반대팀4분/찬성팀4분) 
  ￫ 작전타임(4분) ￫ 2차 반론하기(찬성팀4분/반대팀4분) 
  ￫ 작전타임(4분) ￫ 최종변론하기(반대팀4분/찬성팀4분) 
  ￫ 청중 투표(4분)

수업 자료 순서도와 순서 시간은 학생용 활동지 활용하기

유의점 시간을 준수할 것, 토론자는 중간에 교체 불가, 말하고 들을 때 모두 

예의바른 태도를 갖을 것, 상대방 의견을 비난하지 말 것 등 토론 시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찬성과 반대 측 주장과 반박을 학생용 활동지에 정리하며 토론에 참여한다.

5분
청중에 의한 의사결정
· 투표 결과 발표와 청중 생각 공유하기

유의점 청중은 토론을 경청 한 뒤, 찬성 또는 반대 중 한쪽 편을 들어줌 

정리 5분
평가
·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교탁-사회자찬성팀

청중

반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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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6년 7월호 ‘진화 이끈 작은거인 미토콘드리아’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7N043

2. 과학동아 2016년 7월호 ‘그들의 동거는 언제 시작됐을까’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7N044

3. 과학동아 2016년 7월호 ‘미토콘드리아에 새겨진 인류의 기원’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7N045

4. 과학동아 2017년 7월호 ‘알쓸신잡과 생물학적 호주제’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7N006

5. 과학동아 2016년 11월호 ‘DNA 검사는 정말 만능 열쇠일까?’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1N040

6. 과학동아 2016년 7월호 ‘엄마를 두 번 울리는 미토콘드리아 유전병’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7N030

7. 어린이과학동아 2016년 20호 ‘아빠는 1명인데 엄마가 2명?’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620N009

8. 과학동아 2014년 7월호 ‘친부모가 3명이라고? 영국, 세 부모 체외수정법 도입 추진’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7N027

9. 과학동아 2016년 7월호 ‘미토콘드리아 바꾼 세 부모 아이 안전할까’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7N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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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4월, 제임스 왓슨(James Watson)과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이 유전 정보
가 담긴 DNA 구조는 이중나선형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 2001년 2월에는 인
간의 유전자 정보를 자세하게 밝힌 지도, 즉 인간 게놈(Genome) 지도가 발표됐다. 이 결
과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자는 약 2만 5000개 정도로, 초파리의 2배에 지나지 않으며 3만 
7000개의 유전자를 가진 벼보다도 적다. 게다가 사람의 전체 DNA의 유전체 염기쌍 수
는 약 30억 개로, 6700억 개인 아메바의 200분의 1도 안 된다. 이로써 고등동물일수록 유
전자와 DNA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던 오랜 생물학적 믿음이 깨졌다. 또 개개인의 
DNA의 차이는 전체의 2％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DNA 염기서열은 유전자 성질을 결정짓는 일종의 코드 배열이므로, 이 배열에 따라 건
강과 관련된 신체적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면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
문에 발생하는 질병도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유방암 고위험 유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2018년 1월에는 한국 과학자가 주도한 국제공동연구팀이 빅데이터 기법과 유전자 
가위기술로 자폐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DNA가 펼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
이다. 브라카1 유전자와 관련된 예방의학과 유전자 특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DNA 공
공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범죄 예방과 개인 맞춤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토론
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3차시로 구성된다. 1, 2차시에는 유전자와 관련된 여러 지문을 읽고 개
인별로 질문을 만든 뒤, 짝과 일대일 토론(하브루타)을 해서 가장 좋은 질문을 선정한다. 
3차시에는 4명이 한 모둠을 만들어 모둠에서 뽑은 가장 좋은 질문 하나로 모둠 토론을 하
고 발표한 뒤, 교사와 함께 정리와 보완을 하면서 깊은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01
SSI

통  합 
과  학 수다스러운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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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DNA와 유전자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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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생명 시스템
[10통과05-03]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DNA를 이용한 여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만들 수 있다. 
2. 일대일 토론을 통해 나의 의견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3. DNA를 이용한 여러 기술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4. 하나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지문을 편견 없이 분석했는가?
2.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었는가?
3. 짝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했는가?
4. 상대방 의견을 비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는가?
5. 토론하며 내용을 잘 정리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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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질문 만들기 개별학습
· 지문에 대한 질문 만들기
·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 적용하는 질문을 골고루 만들기

짝 토론 짝 학습
· 짝과 서로 번갈아가며 질문하고 대답하기
· 최고의 질문 하나 선정하기

모둠 토론 모둠학습
· 4명이 한 모둠을 이뤄 모둠의 두 가지 질문 중 하나 선정하기
· 모둠 최고의 질문으로 깊게 토론하기

발표
모둠학습
전체학습

·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기

쉬우르
(칭찬, 보완) 전체학습

· 교사와 전체 학생이 질문과 대답, 토론을 통해 정리하기
· 소감 말하고 평가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은 ‘하브루타’(짝 토론)이다. 하브루타는 친구(하베
르)와 함께 질문, 대화, 토론을 하며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공부 방법이다. 학생들
이 글을 읽고 개인별로 질문을 만들어서 짝과의 일대일 토론을 거쳐 가장 좋은 질문을 뽑
고, 그 질문을 주제로 모둠별 토론을 한다. 이를 정리해서 발표하고 마지막에 교사가 정
리하고 보완해 준다(쉬우르). 각 모둠에서 나온 질문 중에서 가장 좋은 질문 한 개를 선택
해 모둠 간에 토론이나 전체 토론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하브루타(짝 토론) 수업은 학생 수가 많아도 둘씩 나눠 모두 토론하기 때문에 모든 학
생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생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
게 되고, 질문과 토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표현력을 키울 수 있다.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돼 비판적·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또, 친구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
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친구와의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win-
win)하게 될 것이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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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스러운 DNA

1차시 2차시 3차시

유전자 관련 논쟁 이해하기 짝 토론(하브루타) 모둠 토론

· 질문 만들기
  ￫ 유방암 유전자, 유전자 특허와  
     관련한 논란 이해하기
  ￫ DNA 공공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논쟁 이해하기
  ￫ 각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볼 만한 질문 만들기

· 짝 토론
  ￫ 1차시 수업 때 만든 질문을  
     갖고 짝과 토론하기
  ￫ 최고의 질문 하나를 선정하기

· 모둠 토론
  ￫ 4인이 모여 질문 하나를 선정해  
    깊게 토론하기

· 발표
  ￫ 모둠에서 토론한 질문과  
      내용을 발표하기

· 쉬우르(칭찬과 보완)
  ￫ 교사가 정리하고 보완하기
  ￫ 소감 말하고 평가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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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10분
동기 유발
· 지문을 읽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DNA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DNA와 유전자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동기 유발하기

전개 30분

유방암 유전자
·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인 ‘브라카1(BRCA1)’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방 의학에 
대해 살펴보고, 질문 만들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안젤리나 졸리는 왜 유방제거수술을 받았나’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22

유전자 특허
· 인간 유전자 특허와 관련한 ‘세기의 심판’ 이야기를 읽고 질문 만들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3년 7월호 ‘인간 유전자는 특허가 아니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7N029

DNA를 국가 소유로?
· DNA를 수집해 범죄 수사 및 예방에 활용하는 시도를 살펴보고, 질문 만들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나눠야 사는 과학 21세기 공유과학’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7

‘이번엔 잡는다… 장기미제 100여 건 DNA 재분석 끝내’ / 한국경제 2017. 10. 1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1125841

‘시국사범 DNA를 모으는 방법? 법으로 가능해’ / 경향신문 2017. 9. 21.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9181458001&utm_campaign=share_btn_click&utm

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utm_content=h2_view

DNA 데이터베이스와 개인 맞춤 의학
· DNA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개인 맞춤 의학에 대해 살펴보고, 질문 
만들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정보의학시대 논쟁, DNA 공공 데이터베이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9

유의점 처음에는 질문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예를 들어준다.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만들어본 뒤,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처럼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만들어보면 익숙해질 

것이다.

정리 10분
2차시 예고 
· 짝 토론(하브루타)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DNA를 이용한 
여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만들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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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일대일 토론을 통해 
나의 의견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짝 토론(하브루타) 소개
· 하브루타에 대해 짧게 소개하기

유의점 하브루타는 두 학생에게 모두 의미 있는 활동임을 확인시켜 준다.

전개 40분

짝 토론하기
· 2인이 짝 이루기
  ￫ 지문 하나당 4개의 질문을 골라 짝과 질문 주고받기
  ￫ 짝 토론 질문 중 최고의 질문을 선정하기

유의점 서로의 질문과 대답 내용을 정리하며 듣는다. 진지하게 토론하며, 너무 큰 소리로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하나의 질문 당 2분 정도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체크해 준다.

정리 5분

정리
· 짝 토론 시 좋았던 점 이야기 나누기

3차시 예고
· 모둠 토론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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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DNA를 이용한 여러 
기술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2. 하나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08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모둠 만들기
· 4명이 한 모둠 만들기

유의점 크게 이동하지 않고, 앞과 뒤 학생이 만나 4명을 이루게 하고 책상 배치도 바꾼다.

전개

25분
모둠 토론하기
· 두 개의 질문 중 최고의 질문 하나를 정하고, 깊게 토론하기
유의점 각 내용을 정리하며 토론한다.

15분

토론 내용 발표하기
· 질문과 토론 내용을 전체 학생 앞에서 발표하기
· 마지막에 교사가 정리, 보완하기

유의점 정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다.

발표를 들으며 다른 모둠의 내용을 정리한다.

정리 5분
소감 정리와 평가하기
· 수업에 대해 배운 점과 느낀 점 등 소감 쓰기
·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보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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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안젤리나 졸리는 왜 유방제거수술을 받았나’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22

2. 수학동아 2015년 5월호 ‘나만의 주치의, 맞춤의학’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M201505N014

3. 과학동아 2013년 7월호 ‘인간 유전자는 특허가 아니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7N029

4. 어린이과학동아 2013년 8호 ‘왓슨과 크릭도 상상 못한 DNA 세상’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308N001

5. 과학동아 2013년 5월호 ‘키 크는 유전자는 없다! 해법은?’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5N024

6.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그날의 사건을 해독한다 新 DNA 과학수사’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49

7.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당신, 도대체 누구야?’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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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DNA는 의외로 수다스럽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51

9.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미생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52

10.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DNA로 몽타주를 그릴 수 있을까’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53

11.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DNA 메틸화로 기자의 신상을 털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54

12.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시체 없이도 살인을 증명할 수 있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55

13.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정보의학시대 논쟁, DNA 공공 데이터베이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9

14.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30대 중반, 제 건강 상태는요’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801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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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을 디자인한다.’ 
이 발칙한 상상은 DNA가 유전물질임이 밝혀지던 1940년대부터 시작됐다. 다수의 사

람은 이를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바라봤고, 프랑켄슈타인, 가타카 등의 영화는 인간이 
이 욕망을 얼마나 위험하게 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2016년 영화 속 상상은 
현실이 돼 인간이 디자인한 첫 인공생명체가 태어났다. 

생명과학자는 요즘,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인 CRISPER(크리스퍼)가 혁명이라고 입
을 모은다. ‘노벨상은 따 놓은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
지 않았는데 너무 섣부른 것은 아닐까. 느긋하기로 소문난 생명과학자들이 이렇게 호언
장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전자 가위는 과연 축복인가 재앙인가?

합성생물학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생명체도 창조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줄 열쇠다. 
합성생물학은 식량부족, 의약품 부족,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등 인류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무궁무진한 응용의 가능성은 인류가 마주할 막대한 
위협의 다른 면이기도 하다.

합성생물학의 시장 규모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 리
서치는 2012년 30억 달러의 가치가 있던 합성생물학 시장이 2020년에는 12배에 달하는 
387억 달러로 커질 거라고 예상했다. 연평균 성장률이 44.2%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
다. 얼라이드마켓 리서치는 주목 받는 합성생물학 응용 분야로 신약과 진단 등 의약학 분
야와 바이오에너지 등을 소개했다. 그중 신약은 2013년 가장 큰 수익창출분야였다. 그러
나 과연 이 생명체는 인류의 위협이 될 것인가, 구원이 될 것인가. 그 명과 암을 살펴본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자 가위와 합성생물학에서 다루는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는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고, 합성생물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한다. 2차시에는 합성생물학에 대
한 논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해 본다. 또 과학 글쓰기를 통해 비판적이
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01
SSI

통  합 
과  학 미지의 생명을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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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유전자 가위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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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시스템과 
상호 작용

[10통과05-03]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2. 합성생물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3. 논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과학 글쓰기를 통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평가요소

1.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합성생물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3. 합성생물학에 대한 논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4. 합성생물학에 대한 올바른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가? 

기타 과학 글쓰기 경험하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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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문제 확인
개별학습
조별학습

문제 확인
· 살아 있을 때는 바나나 향을 내지만 죽으면 바닐라 향을 내는 대장균 설계하기

잠정적 
논증 생성 조별학습

초기 논의
· 생명체에 대한 개별적 판단하기

논쟁
· 새로운 생명체의 정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기술의 소유권 등에 대한 조별 
논쟁하기

포스터 발표
조별학습
전체학습

발표물 작성
· 논쟁을 통한 의견 정리 및 발표물 작성하기

토론
· 게시된 발표물을 살펴보며, 심화 의견 공유하기

학습을 
위한
글쓰기

개별학습
과학 글쓰기 
· 논쟁거리를 기사문으로 정리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논증생성수업모형(GAI)’이다. 논증생성수
업모형은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1996)가 정의한 과학적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개
발된 것으로 과학 글쓰기를 통해 결론도출, 설명, 주어진 자료·이론·법칙에 바탕을 둔 주
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모형은 어떤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내용 이해에 실용적이
다. 또 검증된 과학지식을 접하면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 학습 능력은 물론, 과학적·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 과학 글쓰기를 경험하게 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명하는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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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생명을 설계하다

1차시 2차시

합성생물학의 이해 나도 과학기자!

· 문제 확인
  ￫ 살아 있을 때는 바나나 향을 내지만 죽으면 바닐라     
     향을 내는 대장균을 설계하라.

· 잠정적 논증 생성
  ￫ 초기 논의 : 새로운 생명체 정의하기
  ￫ 논쟁 : 새로운 생명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여러 질문에 대한 조별 논쟁하기

· 발표물 작성
  ￫ 조별 의견 정리 및 발표물 작성하기

· 토론
  ￫ 발표물 게시하기
  ￫ 교실 순회하기
  ￫ 심화 의견 공유하기

· 과학 글쓰기
  ￫ 합성생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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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동기 유발 
· 형광 빛을 내는 토끼, 붉은 잎맥 에두니아(그림은 기사에서 활용) 관찰하기

참고 기사(그림 참조)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숨을 불어 넣어 다시 태어난 합성생물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46

전개

15분

문제 확인
· 살아 있을 때는 바나나 향을 내지만 죽으면 바닐라 향을 내는 대장균 설계하기
  ￫ 이전 단원에서 학습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적용해 합성생물학에 대해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최소 유전자로 디자인 생물학 문 열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42

25분

잠정적 논증 생성
1) 초기 논의(개별학습)
· 앞서 설계한 대장균은 새로운 생명체인가?
· 유전자 가위 개념 설명하기 ￫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 유전자 가위의 역할에 
대한 개념 설명을 덧붙인다.
 2) 논쟁(조별학습)
· 새로운 생명,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생각하기

참고 기사(그림 참조) 과학동아 2017년 11월호 ‘잘 나가는 크리스퍼 처녀생식 논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1N026

· 새로운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은 누구의 것인가? ￫ 읽을거리를 제공한 뒤, 조별 학습을 통해 
초기 논의를 공유, 비평, 자신의 주장을 수정할 수 있다.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5년 6월호 ‘축복인가 재앙인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6N038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논란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45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숨을 불어넣어 다시 태어난 합성생물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46

과학동아 2017년 11월호 ‘잘 나가는 크리스퍼 처녀생식 논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1N026

과학동아 2017년 9월호 ‘유전자 가위 둘러싼 세기의 특허 전쟁 2라운드 돌입’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9N034

정리 5분
2차시 예고
· 조별 논쟁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다음 차시에서 발표물(웹툰/상상화/포스터)로 제작하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2. 합성생물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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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논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과학 글쓰기를 통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3분
이전 차시 정리
· 합성생물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전개

25분

포스터발표 및 상호작용
1) 발표물 작성(조별학습)
· 이전 차시에서 조별 논쟁을 통해 얻은 의견을 발표물(웹툰/상상화/포스터)로 제작하기
   ￫ 예시 자료 제시

2) 토론(전체학습)
· 조별로 작성한 발표물을 게시하기
· 학생들은 교실을 순회하며 조별 발표물을 보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기 
   ￫ 논쟁의 본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할 수 있다.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12월호 ‘인기 웹툰, 과학기자가 쓴다면?’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43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기자가 도전해 본 디지털 생물학’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43

17분

학습을 위한 글쓰기
· 과학 글쓰기
·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논쟁거리를 기사문의 형태로 정리하기
   ￫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12월호 ‘인기 웹툰, 과학기자가 쓴다면?’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43

정리 5분

수업 정리
· 다양한 영화/ 영상 자료를 제시하기
   ￫ 1차시에서 제시된 문제를 영상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재인식하며 수업을 정리한다.

영상 자료 가타카, 헐크 등의 영화자료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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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6년 8월호 ‘내 DNA에… 낯선 유전자가 들어왔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8N029

2. 과학동아 2017년 7월호 ‘크리스퍼, 표적 외 다른 유전자에 변형 일으켜’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7N008

3. 과학동아 2017년 9월호 ‘유전자 가위로 유전병 유전자 교정’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9N005

4.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돼지의 수정란에서 자란 인간세포, 키메라 연구 불 붙나’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23

5.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바이오 인공장기 시대, 인간 몸에 돼지 장기’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801N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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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학변화
01 검은 황금 언제까지 가능할까?  #에너지
02 배터리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배터리

생물 다양성과 유지
03 지금은 인류세일까?  #인류세
04 비상! 슈퍼박테리아의 위협  #슈퍼박테리아
05 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라!  #멸종

변화와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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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0일 정부는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3020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의지가 강한 만큼 ‘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향후 국내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
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는 크게 2030년까지 48.7GW 규모의 재생 에너지 
신규 확대와 국민참여형 발전 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목표 달성으로 두 가지다. 
현재 재생 에너지 연간 발전 규모가 15.1GW 임을 생각하면 꽤나 높은 수치다. 정부의 계
획은 발표됐지만,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느냐는 아직 알 수 없다.

석유 매장량은 한정돼 있지만, 과학의 발달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과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석유 고갈을 대비한 에너지 절약 방안과 재생 에너지 개
발과정에서 생기는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미래 에너지를 위해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는 대체 에너지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2
차시에는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활동을 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검은 황금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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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에너지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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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발전과 재생 에너지

[10통과09-05]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연료 전지 등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예시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석유의 매장량이 한정돼 있음을 알고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2.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체 에너지를 찾아보고 에너지 절약 방법도 말할 수 있다.
3. 대체 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에너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발표할 수 있다. 
4. 재생 에너지 관련 학과와 직업을 알아보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이해했는가?
2.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방법을 발표했는가?
3. 재생 에너지 개발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개발해야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4.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력 모집방법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구성했는가?

03



85

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문제 인식 전체학습
· 석유자원 고갈 관련 자료 제시하기
· 석유자원 고갈에 따른 각 나라별 정책과 심리전 파악하기

문제 해결
모둠학습 
개별학습

· 석유 에너지를 대신할 에너지 생산 방법 모색하기
·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방법 발표하기

창안 모둠학습
· 다른 나라의 재생 에너지 개발 방법 조사하기
·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자리 창출하기

활동 
발표하기 전체학습 · 나만의 일자리 발표하기

평가 전체학습
· 모둠 평가하기
· 나만의 일자리 개인 평가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은 ‘SSCS 문제해결법’이다. SSCS 문제해결 수업은 
문제인식(Search), 문제해결(Solve), 창안(Create), 발표 및 공유(Share)의 단계별 활
동으로 구성된다. 이 수업 모형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기르기를 목표로 한다. 
문제를 인식해 해결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개념
에 대한 이해, 과학적 탐구능력, 문제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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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황금 어디까지 가능할까?

1차시 2차시

검은 황금의 고갈 정부의 정책과 일자리 창출

· 석유 매장량 제시하기 

· 석유 에너지가 없는 삶에 대해 토의하기

· 석유 에너지 없이 살아보기

·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전망 모색하기

· 에너지 절약방법 모색하기

· 에너지 정책과 이해관계 파악하기

· 내가 선택한 에너지원 설명하기

· 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 선택하기

· 재생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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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3분
동기 유발
· 석유를 굴착하는 동영상을 통해 흥미 유발하기
· 석유의 매장량에 대해 질문해 학습 동기 유발하기

전개

6분

한정된 석유 매장량 문제 인식
· 석유 매장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가채년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 
말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2년 12월호 ‘검은 황금 어디까지 가능할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12N040

과학동아 2010년 5월호 ‘석유 대체할 궁극의 에너지는 무엇일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005N022

25분

대체 에너지
·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대체 에너지에 대해 조사하고 토의하기
· 자료 모으기

대체 에너지 개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의논하기

10분 에너지 절약방법 발표하기

정리 6분

정리하기 
· 석유 에너지 사용 기간에 대해 정리하기
· 새로운 에너지 개발 필요성 설명하기

2차시 예고
· 재생 에너지 개발 현황 파악하기
·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활동 예고하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석유의 매장량이 
한정돼 있음을 알고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2.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체 에너지를 
찾아보고 에너지 절약 
방법도 말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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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대체 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에너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발표할 수 
있다. 
2. 재생 에너지 
관련 학과와 직업을 
알아보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2분
수업 안내
· 재생 에너지 개발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설명하기

전개

30분

석유 에너지 고갈 대비법
· 신문기사나 관련 사이트에서 다른 나라가 석유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는 방법 조사하기
·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하기

에너지 정책 시행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준 발표하기
· 이해관계 충돌 파악하기
· 에너지 정책 수립시 의견 조율 방안에 대해 생각하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하고 실제로 참여하기

참고 기사 ‘에너지, 당분간은 천연가스에 기대야할까...’ / 동아사이언스 2017. 7. 11.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8903

과학동아 2015년 3월호 ‘셰일가스, 물과의 전쟁’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3N030 

15분

재생 에너지 분양 일자리 창출
· 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자격증, 전공, 직업, 연봉 정보 등 조사하기

나만의 일자리 만들기
· 에너지 관련 기업 CEO가 됐다고 상상하고 신입직원 뽑기
· 에너지 관련 기업에 입사하려는 취업 준비생이 됐다고 상상하고 이력서 쓰기

유의점 직업 가이드북이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리 3분
정리하기
· 다양한 대체 에너지 기술 정리하기
·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정하는 데 목소리 내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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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0년 5월호 ‘석유 대체할 궁극의 에너지는 무엇일까’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005N022

2. ‘석유 고갈? 이것만 있으면 60년 끄떡 없다고’ / 동아사이언스 2012. 12. 17.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5601968 

3. 과학동아 2017년 10월호 ‘아스팔트 화산, 진흙 화산 들어는 봤나 석유화산’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0N034

4.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의 성공 사례’ / 동아사이언스 2016. 2. 24.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1037 

5. ‘재생 에너지 확대하려고 원전 없앨 필요는 없어’ / 동아사이언스 2017. 11. 8.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0384

6. ‘올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866억 원...친환경 전지·기후기술 사업화 신규과제 추진’ / 
동아사이언스 2018. 1. 15.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1135 

7. ‘석탄, 첨단기술 만나 청정연료로 대변신’ / 동아사이언스 2017. 9. 11.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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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전기는 수력 화력 원
자력 발전을 이용해 대량으로 공급된다. 그런데 전기는 집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도 사용한다. 휴대용 전원이 바로 전지다. 볼타전지로 시작한 화학전지는 
휴대용 전자제품의 에너지원부터 자동차, 우주왕복선의 동력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
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건전지를 하나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건전지가 제
공하는 에너지의 50배나 된다. 

최근 전자제품의 핵심은 배터리다.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전자제품은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오래 작동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결정된다. 배터리 연구는 현재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예 새로운 배터리
를 개발할 수도 있다. 특히 리튬의 경우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옷이나 컵 표면 등 어디에나 쉽게 
인쇄하고 휘어지는 신개념 배터리는 이미 국내에서도 개발 중이다. 

한편,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충전 중 폭발 사건’으로 배터리는 새로운 국면
을 맞이했다. 당시 첫 제보를 기점으로 한달 사이 국내외 서비스 센터에 접수된 사고만 
100건이 넘었다. 이전에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배터리 발화 문제는 있었지만, 이
렇게 같은 제품에서 여러 발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갤럭시노트7이 처음
이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터리 작용의 원리를 화학적으로 이해하고 전자산업이 
배터리 기술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 동향에 
맞춰 미래에는 어떤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는 배터리의 원리를 이해한 뒤, 미래형 배터
리를 구상하고 판매를 기획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2차시에는 배터리 기술 개발에 계속해
서 투자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토의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배터리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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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배터리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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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화학변화

[10통과06-02] 생명 현상 및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이유를 산화와 
환원에서 나타나는 규칙성과 특성 측면에서 파악해 
분석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실제로 볼타전지를 만들어 실험하고 전지의 원리를 이해한다. 
2. 변화를 거듭하는 배터리를 통해 창의적인 배터리를 구상하고 발표할 수 있다.
3. 배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다.
4. 배터리 기술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볼타전지 실험을 통해 배터리의 화학적 원리를 이해했는가?
2. 창의적인 배터리를 구상하고 독창적인 광고를 기획했는가?
3. 배터리의 장점과 단점을 사회적,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조사했는가?
4. 배터리 기술에 계속 투자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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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탐구하기 전체학습 · 볼타전지를 만들어 보는 실험을 통해 화학적 원리 이해하기

활동 
발표하기

모둠학습 
개별학습

· 배터리의 화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미래형 배터리를 구상하고 실용가능성 
발표하기

문제 탐색 모둠학습
· 배터리의 발전 과정과 한계점 인식하기
· 다양한 배터리의 장점과 단점 분석하기
· 지속적인 배터리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하기 

활동 
발표하기
문제해결

전체학습
· 모둠의 사전 조사 내용을 듣고 배터리 개발 투자에 대한 생각을 토의하고 
발표하기

평가 전체학습
· 미래형 배터리 광고 평가하기
· 배터리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견 평가하기

이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직소우(JIGSAW) 모형이다. 직소우
(JIGSAW)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모둠에게 소과제를 내 준다. 모둠 내
에서 역할을 정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 또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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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1차시 2차시

배터리의 원리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할까?

· 배터리의 종류 알아보기 

· 실험을 통해 배터리의 화학적 원리 이해하기

· 전자제품과 배터리와의 관계 탐색하기

· 새로 발전하는 전자제품에 맞는 새로운 배터리 
구상하기

· 구상 배터리를 발표하고 평가하기

· 배터리의 역사 탐색하기

· 모둠 내 조를 나눠서 전지의 장단점 분석하기

· 모둠에서 소주제를 선택해 조사하고 의견 말하기

· 모둠의 발표를 듣고 배터리 개발 투자에 대한 의견 
말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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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3분
동기 유발 
· 다양한 배터리를 보여주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질문하며 흥미 유발하기
· 배터리 종류 말하며 동기 유발하기

전개

20분

배터리 원리
· 실험 전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안내하기
· 볼타전지 실험방법을 설명하고 원리 찾기

유의점 묽은 황산용액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용액 속에 담겨 있는 아연판과 구리판이 서로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연판이 산화돼 두께가 얇아지고 구리판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실험을 돕는다.

정확한 답을 말하기 보다는 원리를 생각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참고 기사 과학동아 1996년 5월호 ‘건전지 손목시계부터 우주왕복선까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605N025 

5분

배터리의 변신
· 각자 준비해온 배터리의 모양과 크기, 전압, 사용처 등을 분석하기
· 배터리 없이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토의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1996년 5월호 ‘건전지 손목시계부터 우주왕복선까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605N025

20분

미래형 배터리
· 과학적 원리를 근거로 구상하기
· 실제 판매를 가정해 광고 구상하고 발표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5년 9월호 ‘무선으로 충전하는 와이파워 시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9N041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이공계 직업 정보 [화학&신소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801N055 

정리 2분

정리하기
· 배터리의 화학적 원리 설명하기

2차시 예고 
· 배터리의 장단점 알아보기
· 배터리 개발 지원 여부 예고하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실제로 볼타전지를 
만들어 실험하고 전지의 
원리를 이해한다. 
2. 변화를 거듭하는 
배터리를 통해 창의적인 
배터리를 구상하고 
발표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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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배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다.
2. 배터리 기술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3분
수업 안내 
· 배터리 폭발사고나 배터리 개발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을 통해 문제 인식하기

전개

15분

배터리 역사표 만들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5년 2월호 ‘전기, 이제 주변에서 수확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2N038 

과학동아 2014년 7월호 ‘멍청아 문제는 배터리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7N009

유의점 깊이 파고들기보다 주요 사건만 작성하기

15분

다양한 배터리의 특징과 장단점 조사하기
· 다섯 개의 모둠으로 나눠 각각 배터리를 하나씩 선택하고 모둠원이 2인 1조가 돼  
그 배터리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기

각 모둠이 소주제를 선택해 조사하기
· ‘안전한 배터리 설계 가능 여부’ ‘배터리 없이 사용되는 제품이 전기를 얻는 방법’ 
‘연간 배터리 안전사고 비율’ ‘전자제품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 
‘배터리 기술 개발과 경제, 환경문제’

10분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할까? 
· 각 모둠의 발표를 듣고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 의사를 표시하기
· 이유와 방법 발표하기

정리 7분
모둠의 발표 평가
· 발표물의 내용 평가, 의견 공유, 실현가능성 평가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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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4년 7월호 ‘멍청아! 문제는 배터리야’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7N010 

2. ‘[배터리 이야기①] 리튬이 만든 세상을 보라’ / 동아사이언스 2018. 1. 18.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1161

3.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정말 배터리 때문?’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26

4.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분자기계와 배터리의 효율적인 만남’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801N048 

5. 과학동아 2017년 10월호 ‘물로 만든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0N018

6. 과학동아 2017년 10월호 ‘스스로 전기 생산하는 실 개발’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0N003

7. 어린이과학동아 2016년 19호 ‘배터리 재활용, 곰팡이에게 맡기세요!’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619N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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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 지질학 회의에 참석한 노벨화학상 수상자 폴 크뤼천은 계속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회의 의장이 자꾸만 홀로세(Holocene Epoch)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현재를 일
컫는 시대가 공식적으로는 1만 1000년 전에 시작한 홀로세인 것은 맞지만, 그는 지금의 
지구가 이전과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끝냅시다.”
크뤼천이 불쑥 입을 열었다. 그리곤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세(Anthropocene Epoch)에 있는 

겁니다.”
일순간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갑작스런 그의 제안에 회의 주제는 인류세로 전

환됐다. 이어진 휴식 시간에도 주요 화제는 단연 인류세였다. 누군가는 그에게 그 용어에 
대한 특허를 내라고 제안까지 했다. 그 뒤 지난 10여 년간 과학자들은 인류세가 타당한
지, 타당하다면 언제를 인류세의 시작시기로 할지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활동을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
이 변해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
가 해야하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서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을 조사하
고, 생명체의 대멸종에 대한 여러 가설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견을 정리한다. 
2차시에서는 인류세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인류세를 지속시키기 위
한 규칙을 만들어본다.

01
SSI

통  합 
과  학 지금은 인류세일까?



99

주제 인류세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지금은 인류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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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생물 다양성과 유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2. 생명체 대멸종 가설과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인류세의 추가, 시작과 끝에 대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4. 인류세의 지속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규칙을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해했는가?
2. 생명체 대멸종 가설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올바르게 검토했는가?
3. 인류세의 특징을 잘 이해했는가?
4. 우리가 실천할 규칙을 의사결정을 통해 잘 구성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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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문제 인식
개별학습
모둠학습

· 지질 시대 구분하기
· 전문가 집단 역할 분담하기

전문가 집단 
활동 모둠학습 · 생명체 대멸종 가설 학습하기

모집단 
재소집 모둠학습 · 생명체 대멸종 가설 정리하기

의사결정
개별학습
모둠학습

· 인류세 추가 여부 토의하기
· 규칙 만들기
· 발표하기

평가 전체학습
· 평가하기
· 칭찬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직소우(JIGSAW) 모형이다. 직소우
(JIGSAW)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모둠에게 소과제를 내준다. 그 뒤 동
일한 하위 주제를 맡은 사람끼리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고, 하위 주제에 대해 공동 학습을 
한다. 학습이 끝난 뒤 첫 모둠으로 돌아가 학습한 내용을 다른 모둠원에게 설명하고 의견
을 공유한다. 이런 과정으로부터 학생들은 적극적인 협동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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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인류세일까?

1차시 2차시

지질 시대와 생명체 대멸종 가설의 이해 인류세의 시작과 끝

· 지질 시대 구분하기

· 생명체 대멸종 가설 이해하기

· 인류세의 시작 정하기

· 인류세의 지속을 위한 규칙 만들고 발표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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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프롤로그 
· 학습 동기 유발하기
· 노벨화학상 수상자 폴 크뤼천의 발언을 통해 질문 던지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4월호 ‘인류세의 시작, 콜럼버스일까 핵폭탄일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4N047

전개

20분

지질 시대 구분하기
·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기
· 지질 시대 시계 그려보기 

참고 기사 어린이과학동아 2016년 11호 ‘지금이 인류세라고?’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611N006 

20분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 전문가 모둠(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생명체 대멸종에 관한 다양한 가설 조사하기 
·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원래 모둠(모집단)의 의견 정리하기

참고 기사 어린이과학동아 2014년 23호 ‘삼엽충과 공룡은 서로를 알지 못해’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423N007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최후의 날, 공룡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34

유의점 제시된 5개의 대멸종 가설 이외에 다른 멸종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리 5분

발표하기
· 모둠별로 최종 의견 발표하기

2차시 예고 
· 인류세의 시작과 끝에 대한 쟁점 예고하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2. 생명체 대멸종 가설과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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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인류세의 추가, 
시작과 끝에 대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2. 인류세의 지속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규칙을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수업 안내 
· 인류의 등장과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동영상을 통해 동기 유발하기

참고 동영상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는 과정 3분 만에 보기’ / Steve Cutts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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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20분

인류세의 시작은 언제일까?
· 지질 시대에 인류세를 추가해야 하는지 의견 제시하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인류세의 시작과 관련된 의견 조사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4월호 ‘인류세의 시작, 콜럼버스일까 핵폭탄일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4N047 

과학동아 1994년 8월호 ‘생물탄생 이래 불변-대기온도의 미스터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408N043

과학동아 2012년 1월호 ‘1000명에서 70억으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1N003

과학동아 2017년 1월호 ‘길들여지지 않는 새, 이클립스 깃털을 찾아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1N052

20분

인류세 ‘시작’ 뿐만 아니라 ‘끝’도 중요하다!
·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규칙 만들기 
· 우리의 규칙 발표하기

유의점 캠페인 활동 포스터를 제작할 때, 옷에 프린팅을 하거나 PPT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1월호 ‘인류가 만든 문명, 30조t에 달해’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1N012

수학동아 2017년 4월호 ‘기후 변화 알려주는 수학 방정식 개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M201704N002

정리 5분
평가하기
· 우리 모둠 및 다른 모둠의 규칙 평가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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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1993년 9월호 ‘지구과학 - 화석, 
지질시대의 기후생물분포 알려주는 자연의 역사책’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309N049

2. 어린이과학동아 2008년 6호 ‘거대 동물 멸종 미스터리 10000BC로 떠나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0806N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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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신종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나오면서 의
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확산 속도가 빨라 의학계
가 바짝 긴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4명에게서 ‘카바페넴’이라
는 강력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장내세균을 분리했다고 발표했다. 세균을 분리했다는 
말은 환자로부터 채집한 시료에서 균의 정체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로 밝혀졌다. 12월 9일
에 감염이 확인된 환자 한 명은 간질성폐질환을 오래 앓고 있는 50대 남성으로, 스테로이
드를 장기 복용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70대 여성은 당뇨와 화농성척추염을 
앓아 장기간 입원 중이었고, 13일에 확인된 70대 남성은 척수골수염으로, 또 다른 60대 
남성은 만성 간질환자로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하고 있었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후반부에서, 19세기 말로 가버린 주인공
은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여주인공에게 “이곳은 항생제가 없다”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미래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세계는 항생제 한 알이 없어 
작은 상처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 곳이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21세기에 그런 세계로 가
고 있다.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쉽게 사용해서 말이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항생
제나 살충제에 대한 내성 세균의 출현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토의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는 세균의 증식과 진화의 개념을 알고, 항생
제의 원리를 이해하며 슈퍼박테리아 자연선택 모의실험을 통해 그 출현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2차시에는 육색사고모자 기법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토의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비상! 슈퍼박테리아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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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슈퍼박테리아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비상! 슈퍼박테리아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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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변화와 
다양성

[10통과07-02]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항생제나 살충제에 대한 내성 
세균의 출현을 추론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세균의 증식과 진화의 개념을 알고, 항생제의 원리를 이해한다.
2. 슈퍼박테리아의 자연선택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그 출현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3. 육색사고모자 기법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토의한다.

평가요소

1. 세균의 증식과 진화의 개념, 항생제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2. 슈퍼박테리아의 자연선택 모의실험을 바르게 수행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3. 모의실험과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가?
4. 육색사고모자 기법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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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문제 
이해하기 조별학습

문제 인식
·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슈퍼박테리아의 자연선택 개념 이해
· 모의실험을 통한 세균의 진화와 슈퍼박테리아의 관계 확인하기

문제 
탐색하기 조별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문제 탐색
· 슈퍼박테리아 출현에 대한 사실과 각 분야의 해결책 확인하기

역할 분담
· 육색사고모자 기법 이해하기     · 모자 색깔에 따른 사고의 유형을 익히기

아이디어와 정보 수집
· 모자 색깔에 따른 역할을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 수집하기

문제 
해결하기

조별학습
전체학습

문제 해결책 고안 및 공유 
· 모자 색깔에 따른 역할을 통해 아이디어를 다듬기
· 문제 해결책 제시하고 표현하기

문제 해결책 발표 및 평가
· 문제 해결책 발표하고 평가하기        · 문제 정리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육색사고모자 기법(Six Thinking Hats)’이
다. 육색사고모자 기법은 학습자가 각기 다른 여섯 가지 색의 모자를 쓰고,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이 의미하는 유형의 사고를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사고하게 하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서 감정과 논리를 분리시키고 폭넓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각기 다른 색의 모자로 주어진 여섯 가지 사고 행동을 통해 한
정된 역할 안에서 하나의 생각만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실세
계 문제와 이슈에 대한 과학적 지식,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구
성원들과의 토의를 통해 사고의 양식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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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슈퍼박테리아의 위협

1차시 2차시

슈퍼박테리아의 이해 슈퍼박테리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 인식하기

· 슈퍼박테리아의 자연선택 개념 이해하기

· 항생제의 작용과 내성의 발현 이해하기

· 슈퍼박테리아 출현에 대한 사실과 각 분야의 해결책 
확인하기 
  ￫ 구체적 문제 탐색

· 육색사고모자 기법 이해, 토의하기
  ￫ 아이디어 모으기, 다듬기
  ￫ 문제 해결책 고안 및 표현하기

· 발표와 평가하기

05

수업
전개도



111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문제 인식 
슈퍼박테리아 출현과 관련한 보도 영상과 기사 제시하기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소개하기  
·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1년 1월호 ‘비상! 슈퍼박테리아 한국 상륙’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1N041

전개

10분

슈퍼박테리아 이해하기
· 슈퍼박테리아의 정의 알기
· 항생제의 기능과 작용 ￫ 학생들이 여러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내성균 리턴즈’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27 ￫ 기사 속 필요한 그림자료 미리 발췌

25분

슈퍼박테리아의 자연선택 개념 이해
· 슈퍼박테리아(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선택 모의실험 수행하기 
· 항생제 처리 유무에 따른 내성 세균의 출현 비율 분석하기
· 자연선택 이해하기

모의 실험 준비 꾸미기 폼폼이(10mm), 스타이로폼 구(10mm) 각각 50개씩, 얕은 바구니, 벨크로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 판, 계산기 등

정리 10분

항생제의 작용과 내성의 발현 이해
· 자연선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과정 추론하기

2차시 예고
· 슈퍼박테리아에 관련된 다양한 보도 자료를 읽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생각해오기
  ￫ 2차시 학생용 활동지 활용해 미리 기사의 중요 부분을 표시해 오기
  ￫ 제시된 기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측면의 변화를 살필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08년 9월호 ‘양날의 검 항생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0809N004

과학동아 2017년 6월호 ‘슈퍼박테리아 비상, 그런데… 한국엔 재래식 무기만 있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6N041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세균의 증식과 진화의 
개념을 알고, 항생제의 
원리를 이해한다.
2. 슈퍼박테리아의 
자연선택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그 출현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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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육색사고모자 
기법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토의한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7분
이전 차시 정리 및 본 차시 안내 : 슈퍼박테리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 항생제의 역사 정리를 통한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확인하기

유의점 수업 전 학생들의 준비가 필요함(기사습득, 개념이해)

전개

5분

역할 분담
· 육색사고모자 기법 이해하기     · 모자 색깔에 따른 사고의 유형을 익히기

내용알기 
·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 분담하기     · 개인학습 선택하기

￫ 주어진 역할은 교사, 학생의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

수업 자료 육색 모자 준비

유의점 토의 시간에 따라 모자를 바꿔쓰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모자 색깔에 따라 그에 맞는 사고를 해야 한다.

28분

슈퍼박테리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육색사고모자 기법에 따라 토의하기
1) 아이디어와 정보 수집(아이디어 모으기)
·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을 막을 수 있는가?
· 모자 색깔에 따른 역할을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 수집하기
2) 문제 해결책 고안 및 공유(아이디어 다듬기)
·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보기
· 모자 색깔에 따른 역할을 통해 아이디어를 다듬기
· 문제 해결책 제시하고 표현하기

유의점 모자를 쓰는 순서는 변경할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모자를 학생들끼리 바꿔 쓰게 하면서 

사고 유형을 바꾸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

정리 10분
조별 발표를 통한 해결책 공유 및 평가하기
· 모둠별 발표 : 발표물의 내용 발표, 경청, 의견 공유, 평가하기

유의점 자기평가서, 성찰일기 등을 작성하게 해 과정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모자 색깔 역할 할일

흰색 모자 기자 중립적, 사실·수치·정보 제시

빨간 모자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 감정과 느낌, 직관과 육감, 자기의 생각

검은 모자 병원관계자 비판적 판단, 적합·부적합 지적, 판사

노란 모자 일반국민/의사 칭찬, 긍정적 사고, 장점

녹색 모자 제약회사 관계자 창의적사고, 변화와 새로움, 대안

파란 모자 정부 관계자 사회자역할, 종합정리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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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6년 2월호 ‘맞춤 항생제 3분 만에 처방해드립니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2N019

2. 과학동아 2015년 1월호 ‘슈퍼박테리아 잡는 항생제, 3시간 내 찾는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1N031

3. 과학동아 2008년 9월호 ‘천하무적 슈퍼항생제’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0809N006

4. 과학동아 2008년 9월호 ‘병원에서 병 걸린다는 말 진짜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0809N005

5. 크레존 2017년 4월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육색사고모자 활동’        
관련 링크 http://www.crezone.net/?page_id=127718&c=cn&m=V&n=1150&search_key=&search_word=&current_page=1



114

시작은 바닥에 떨어진 깃털 하나였을 것이다. 해변에서 반짝거리는 조개 껍데기를 줍듯, 
나뭇가지 사이와 흙바닥 위에 흩어진 깃털들을 그러모아 머리 위나 헐벗은 허리춤에 꽂
아 봤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점차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옷을 갖춰 입고 오두막이 생기
고 고상한 취미와 문화가 생기면서 여성들은 깃털 얹은 모자에 열광하게 됐고 부유한 수
집가이자 과학자들은 보존 처리가 잘 된 표본에 감격하게 됐다. 그들은 아름다운 새들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사냥꾼들은 돈벌이를 위해 닥치는 대로 새를 쏘
아 죽이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 불어온 미국 남부의 목재 열풍은, 새들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아마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마 이 정도의 사냥으로, 이정도의 벌목으
로 새가 몽땅 죽어 나갈 거라고는. 지저귀는 새들은 숲 지천에 널려 있었고, 한 종의 전체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방법은 없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의 수는 약 1조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종은 이렇듯 인
간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큼직한 상아색 부리로 나무를 쪼아대는 그 우렁찬 소
리가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았을 때 멈춰야 했다. 야생 조류를 비롯해 절멸 위기의 동물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
다. 어떤 동물에게는 지금이 바로 절멸을 늦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과학 개념을 이해하고, 멸종을 막
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3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는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동물 멸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다. 2차시에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나
라와 국제 사회의 노력을 알아보고,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 과학 
사례로 동물 멸종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해본다. 3차시에는 동물 멸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표하며 집단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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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멸종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116

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변화와 
다양성

[10통과07-03] 생물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동물 멸종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한다. 
3.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알아본다.
4.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 과학 사례를 알아본다.
5.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작성해 홍보할 수 있다.
6.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협약’을 제정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2.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3.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과학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4. 실천 가능한 ‘우리의 협약’을 구성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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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문제 인식 개별학습

문제 상황 제시
· 미국 남부 저지대의 울창한 숲을 주름잡았던 ‘흰부리딱따구리’가 불과 한 세기 
만에 사라져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인식
·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 확인하기 
· ‘동물 멸종의 근본적인 원인’, ‘멸종을 막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문제 해결 조별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설계
·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와 해결책 찾기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이해하기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다양한 첨단 과학 사례 조사하기

창안 조별학습
수행 결과 발표를 위한 발표물 제작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나의 노력’ 홍보하기   
· 조별로 결론 도출, 발표물 제작하기

발표와 공유
조별학습
전체학습

조별 발표를 통한 해결책 공유 및 평가
· 발표물의 내용 발표, 경청, 의견 공유하기
· 최종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의사결정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SSCS 문제해결법’이다. SSCS 문제해결 수
업은 학생들의 활동을 강화한 문제 해결식 교수 방법으로, 문제를 확인하고(Search), 문
제의 해결방법을 생각하고(Solve), 문제의 해결 방법을 결과물로 만들며(Create), 자신
의 생각을 동료들과 나누고(Share) 피드백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과학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동료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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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라!

1차시 2차시 3차시

생물 다양성의 이해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하기 위한 노력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협약’

·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 
확인하기 

· 동물 멸종의 근본적인 원인, 
멸종을 막기 위한 과학에 근거를 
둔 해결책 인식하기

·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와 
해결책 고민하기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하기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다양한 첨단 과학 기술의 장단점 
분석, 해결책 제시하기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나의 노력’ 홍보하기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협약’ 제정하기

· 발표와 평가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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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10분
동기 유발  
· 멸종 바나나 종,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합스부르그 립 등의 이야기를 통해 동기 유발하기

전개

20분

문제 상황 제시하기
· 미국 남부 저지대의 울창한 숲을 주름잡았던 ‘흰부리딱따구리’가 불과 한 세기 만에 사라져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인식 
· 개별학습을 통해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이해하기
· 단봉낙타의 글을 함께 읽고 생물 다양성의 개념을 정교화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5년 12월호 ‘미국에서 가장 귀한 새를 수배합니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2N049

과학동아 2016년 6월호 ‘낙타 유전자 다양성의 비결은 여행’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6N015

15분
문제 해결 방안 설계 1
· 조별 브레인스토밍 활동하기 
  :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와 해결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기

정리 5분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 확인
· 수업 초반에 제시한 ‘미국 남부 저지대의 울창한 숲을 주름잡았던 흰부리딱따구리가 
불과 한 세기 만에 사라져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를 교사와 함께 생물 다양성의 관점으로 
정리하기

2차시 예고
· 조별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 사회 협력 사례 조사 

참고 자료  지속가능 발전 포털(http://ncsd.go.kr)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동물 멸종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한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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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노력을 알아본다.
2.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 
과학 사례를 알아본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이전 차시 문제 인식 
· 1차시에서 다룬 흰부리딱따구리의 멸종을 막기 위해 정리한 해결책에 대해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의견 발표, 공유하기

전개

15분

문제 해결 방안 설계 2
· 조별학습을 통해 이전 차시에서 제시한 과제 해결하기
  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하기  
  ② 우리나라는 동물 멸종을 막기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 모든 협약을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조별로 2~3개 정도의 협약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지속가능 발전 포털(http://ncsd.go.kr)

25분

문제 해결 방안 설계 3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다양한 첨단 과학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기술의 장점, 
단점, 해결책에 대해 의견 공유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12월호 ‘사라지는 생물을 디지털로 기억하는 법‘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2N011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동물 잡는 밀렵꾼 잡는 동물 로봇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44

과학동아 2015년 12월호 ‘오지 연구원이 된 동물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2N015

정리 5분
3차시 예고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오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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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작성해 
홍보할 수 있다.
2.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협약’을 제정할 
수 있다.

08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10분
이전 차시 개별 과제 확인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모둠원에게 홍보하기

전개

20분

수행 결과 발표를 위한 발표물 제작
· 모둠원의 의견을 모아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협약’ 작성 및 발표문 
제작하기

유의점 제작 판넬 & 매직펜 등 조별로 물품 필요 

15분
조별 발표를 통한 해결책 공유와 평가하기
· 모둠별 발표 : 발표물의 내용 발표, 경청, 의견 공유, 평가하기

정리 5분 최종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의사결정 및 정리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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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6년 2월호 ‘핀치새 50년 내 멸종할 수도’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2N016

2. 과학동아 2015년 10월호 ‘세상이 궁금한 수원청개구리의 외출’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0N032

3. 과학동아 2012년 11월호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11N003

4. 과학동아 2012년 11월호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11N006

5. 과학동아 2012년 9월호 ‘밀림을 잃은 동물 왕국 - 마다가스카르’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9N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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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태계와 환경
01 자연과 나의 연결고리, 생태계  #먹이 그물
02 기후변화를 잡아라!  #기후변화

자연의 구성 물질
03 편리한 전기 사용, 그 뒤에는?  #송전
04 두 얼굴의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
05 인류의 꿈, 땅 위의 ‘인공태양’  #핵융합
06 사람 온기 가득한 적정기술  #적정기술

환경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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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예전보다 편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태
계 다른 생물은 고통 받고 있다. 개체수가 줄어든 생물도 있고, 심지어 멸종된 생물도 많
다. 인간이 편하려고 자연에 준 고통은 부메랑처럼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한다. 생태계 안에서 자연과 나는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조절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의 조절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지나치게 변화가 일어나면 회복이 안 될 때도 있다. 바로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는 순간이다.

생태계의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가뭄, 홍수, 지진, 산불과 같
은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은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
으로 인한 변화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둘째는 외부에서 들어 온 개체인 외래종이다. 이들
은 토착종에게 큰 위협이 되는데, 사실 간접적인 원인은 인간이 제공한 것이다. 세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이다. 산업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자연을 파괴하
고 수많은 생물을 멸종시켰다. 생태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다. 특히 농업, 어
업, 축산업 등 인간의 먹을거리를 위한 활동은 생태계를 크게 바꿔 놓았다. 특히 어업에 
대한 이야기는 영국의 환경저널리스트 찰스 클로버의 저서 ‘텅 빈 바다’에 잘 나타나 있
다. 그는 책에서 인간의 남획으로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더 이상 바다
는 풍요롭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어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계 먹이 그물과 생태계 변화를 이해하고, 인간의 농
업, 어업, 축산업과 생태계 변화의 관계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는 인간의 농업, 어업, 축산업에 따른 생태계 
변화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활동 때문에 생태계가 회복불가능한 정도
로 변했다는 문제를 인식한다. 2차시에는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제로 육색사고모자 기법으로 토론하면서 여러 관점에서 생각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자연과 나의 연결고리,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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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먹이 그물과 생태계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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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생태계와 환경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0통과08-02]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생태계 평형과 생태계 파괴를 이해하고, 피라미드로 표현할 수 있다.
2. 인간의 먹이 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모자 색에 따라 역할을 나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토론이 필요한 이유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 이야기했는가?
2.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하며 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가?
3. 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했는가?
4. 반대 의견을 극복할 수 있는 추가 대안을 제시했는가?
5. 토론 내용을 잘 종합해 최종 변론을 했는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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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상황 제시 개별학습

· 상황 제시하기
  ￫ 먹이 사슬과 생태계 평형 및 파괴 사례(캘리포니아 해안, 카이바브 고원과 
모리셔스 섬)
  ￫ 인간의 먹을거리와 생태계 변화
  ￫ 인간의 농업, 축산업, 어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역할 분배 조별학습
· 여섯 가지 색깔의 모자 중 하나를 선택하기
  ￫ 나의 모자 색깔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입장 정리하기 

토론 조별학습
· 자기 모자를 쓰고 육색사고모자 기법으로 토론하기
  ￫ 흰색 → 빨간색 → 노란색 → 검정색 → 초록색 → 파란색 모자 순으로 
진행하기

이 프로그램은 ‘육색사고모자 기법(Six Color Thinking Hats)’으로, 여섯 가지 색깔의 
모자를 쓰고 하는 역할 놀이를 적용한다. 여기서는 모두 평등한 발언권을 갖고 있으며, 
본인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색깔이 다른 모자를 쓰
고 진행하는 이유는 역할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번에 하나의 생각
에만 집중해 사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과학적 개념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가지 관점
으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창의력, 사고의 융통성을 키울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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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나의 연결고리, 생태계

1차시 2차시

인간과 생태계 생태계 변화, 더 이상은 NO!

· 먹이 사슬, 생태계 평형 및 파괴에 대해 이해하기

· 인간의 먹을거리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글쓰기

· 인간의 농업, 축산업, 어업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 분석하기 

· 생태계 보전 방안에 대해 글쓰기

· 여섯 가지 색깔 중 역할 분배하기 

· 육색사고모자 기법으로 토론하기

  ￫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여섯 가지 입장으로 
생각하기

· 평가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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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10분

동기 유발
· 해파리 대량 출현으로 생태계 파괴 :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해안 구조물 증가로 갑자기 많은 
해파리가 번식해 먹이(동물성 플랑크톤)가 부족해지면서 생태계가 파괴된 현장을 보며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을 인식

참고 동영상 ‘2009 해양생태보고-연산호와 해파리’ / ebs 2009. 10.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1417&cid=51642&categoryId=51645

전개

10분

상황 제시 : 생태계 평형과 생태계 파괴
· 캘리포니아 해안, 카이바브 고원, 모리셔스 섬

참고 기사 ‘생태계 평형’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47983&cid=58584&categoryId=58595

20분

문제 인식 : 인간의 먹을거리와 생태계
· 인포그래픽 자료를 해석해 전 세계에서 먹고 있는 먹을거리와 생태계 변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고, 글로 바꿔 쓰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5년 11월호 ‘전 세계는 얼마나 먹나’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35

참고 동영상 ‘메가이터 : 전세계는 얼마나 먹나’ / 동아사이언스 2015. 10. 29.

https://youtu.be/OX-ZOztr6QM

유의점 교사가 인포그래픽 자료를 간단한 글로 바꾸는 예를 보여 준다. 

· 인간의 농업, 축산업, 어업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 이를 분석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개인의 노력에 대해 쉬운 글쓰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5년 11월호 ‘메가이터, 생태계를 바꾸고 진화를 일으키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36

유의점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정리 10분

생태계가 변하거나 파괴되면 인간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나누기

2차시 예고
· 인간의 활동과 생태계 보전에 대해 생각해오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생태계 평형과 생태계 
파괴를 이해하고, 
피라미드로 표현할 수 
있다.
2. 인간의 먹이 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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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모자 색에 따른 역할을 
나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논제 공유
· 1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며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제를 공유한다.

유의점 활동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정하기(이 활동이 처음이라면 주제를 교사가 정해주어도 된다)

 2) 역할 분배 : 각기 다른 여섯 가지 색깔의 모자를 쓴다.

 3) 토론 : 각자 다른 색깔의 모자에 해당하는 사고를 해서 발언한다.

모자 색이 정해 진 후, 파란 모자 주도로 논제를 결정해도 된다. 

전개

10분

역할 분배
· 제비를 뽑아 모자 색(하양, 빨강, 검정, 노랑, 녹색, 파랑) 선택하기
· 논제와 모자 색에 따른 입장 정리하기

유의점 교사는 여섯 색깔의 모자를 준비한다.

학생용 활동지의 ‘육색사고모자 기법에서의 모자 의미’ 활용

30분

육색사고모자 기법 토론
· 자기가 뽑은 색깔의 모자 쓰기
· 흰색 모자→ 빨간색 모자→ 노란색 모자→ 검정색 모자→ 초록색 모자→ 파란색 모자 
순으로 진행하기

유의점 논제를 여섯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격려한다.

여섯 모자 모두 평등하게 발언권을 갖는다. 같은 색깔의 모자를 쓴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모두 말할 수 

있게 한다.

다른 색깔 모자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듣는다. 

정리 5분
상호 평가
· 각 색깔 모자의 역할을 평가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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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5년 11월호 ‘전세계는 얼마나 먹나’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35

2. 과학동아 2015년 11월호 ‘메가이터, 생태계를 바꾸고 진화를 일으키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36

3. 어린이과학동아 2005년 19호 ‘Ecosystem, Typhoo, Plant, Bacteria’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0519N003

4. 어린이과학동아 2017년 20호 ‘모래, 사라지면 모두 위험하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720N005

5. 과학동아 1997년 11월호 ‘80년 후 지구상에 열대우림은 없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711N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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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대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권역의 
내부 또는 권역 사이의 얽힌 과정을 통해 현재의 기후를 유지하고 있다. 태양에서 지구
로 에너지가 공급되며, 기후 시스템 속에서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고 최종적으로 지
구 장파복사 형태로 우주로 방출되게 된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
터 지구로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
려는 긴 파장의 복사 에너지는 흡수해 지구 대기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것이 
바로 온실효과다.

기후 시스템에서 이 온실효과는 필요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다량의 온실가스가 지속
적으로 배출돼 지구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한 결과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을 초
래하게 됐다. 기상 이변과 지구온난화의 관계에 대해 반론하는 논란은 있으나, 북극 및 
남극지대의 기온이 상승해 빙하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홍수, 가뭄, 태풍, 폭염, 
폭설 등 기상 이변에 의한 자연재해가 현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곤충, 식물, 동물의 서식지가 변하고 있고, 식물의 조기 개화, 새의 조기 산
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자연 생태계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기후변화
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책 방안을 토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
동의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생각
하며 토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4차시로 구성된다. 1, 2차시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피쉬본 다
이어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의 정의와 원인,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친 영향, 국제사회, 정
부, 기업, 국민이 해야 할 대책방안을 모둠별로 조사하고 토의한다. 3, 4차시에는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 사건을 살펴보고, 다양한 기후변화협약을 조사해 기후변화
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알게 된다. 또한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해야 한다
는 논제에 대해 여섯 가지 입장으로 생각해보며 토론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기후변화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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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후변화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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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생태계와 환경

[10통과08-03] 엘니뇨, 사막화 등과 같은 현상이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 토론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파악해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의 정의와 원인, 영향, 대책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3.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모자 색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다.

평가요소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토의
1. 각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했는가?
2.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의 내용이 객관적인가?
3. 기후변화 대책의 내용이 참신하고 창의적인가?
4. 친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가?

*육색사고모자 기법을 통한 토론
1. 토론이 필요한 이유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예로 들어 이야기했는가?
2.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하며 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가?
3. 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찬성하고 있는가?
4. 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가?
5. 반대 의견을 극복하는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6. 토론 내용을 잘 종합해 최종 변론을 했는가?

03



136

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자료조사와
분석 조별학습

· 문제 인식
  ￫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경향성 분석
  ￫ 북극의 변화 이야기

피쉬본 
다이어그램 

토의

조별학습
전체학습

· 기후변화 조사하고 토의 
  ￫ 기후변화의 정의, 원인, 경제·환경·사회에 미친 영향, 국제사회·정부· 
기업·국민들이 해야 할 대책방안을 모둠별로 조사 
  ￫ 모둠별 의견 붙여서 전체 학생과 나누기 

육색사고
모자 기법

토론

조별학습
전체학습

· 역할 분배
  ￫ 여섯 가지 색깔의 모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의 모자 색깔의 역할을 이해해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입장 정리 
· 토론
  ￫ 흰색 → 빨간색 → 노란색 → 검정색 → 초록색 → 파란색 모자 순으로 진행
· 편지 쓰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토의와 ‘육색
사고모자 기법(Six Color Thinking Hats)’을 이용한 토론이다. 

‘피쉬본 다이어그램’은 가지 생성 방향이 물고기 뼈를 닮아서 피쉬본(fishbone)이라고 
부른다. 문제의 잠재적 원인을 순서대로 구성하고 각 구성에 속하는 원인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복잡한 생각이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 인과 관계를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습득한 내용을 구조화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육색사고모자 기법’은 여섯 가지 색깔의 모자를 쓰고 각 역할이 의미하는 유형의 사고
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해 폭넓은 사고력
을 기르게 하는 기법이다. 한 번에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하며 최대한의 사고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기후변화의 경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의 정의, 원인, 영향, 
대책에 대해 조사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한 논제에 대해 여섯 가지 관점으로 다양한 사
고를 해서 사고의 창의성, 유창성과 융통성을 기를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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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잡아라!

1~2차시 3~4차시

기후변화 파헤치기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

· 기후변화 맛보기
 ￫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분석해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변화 예상해보기
 ￫ �북극의 변화 이야기를 통해 지구온난화 알아보기

· 기후변화에 깊게 들어가기
 ￫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기후변화의 정의, 

원인, 영향, 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목록화하기 
 ￫ �경제·환경·사회에 미친 영향, 

국제사회·정부·기업·국민들이 해야 할 대책방안을 
세부사항으로 분석하기

 ￫ �작은 포스트잇에 모든 모둠의 의견을 써붙인 뒤 
모든 의견을 한번에 살펴보기

·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의 배경 살펴보기

· 다양한 기후변화협약 살펴보기

· 여섯 가지 색깔 중에 역할 분배 

· 육색사고모자 기법 적용 토론
 ￫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여섯 가지 입장으로 생각하기

· 편지 쓰기

· 평가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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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10분

동기 유발
· 최근에 일어난 기상이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여름이라면 강력한 태풍이나 극심한 폭염, 겨울이라면 때 아닌 한파나 폭설 등의 
기상이변으로 동기 유발)

모둠 짜기
· 4인 1모둠 

수업 자료 최근 기상이변을 보도한 뉴스 자료

전개

35분

기후변화 경향성 분석
·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를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환경 및 직업의 
변화를 예상하기
· 북극의 변화 이야기로 지구온난화를 알아보고,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50분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토의
·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기후변화의 의미와 원인 분석하기
·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기
· 국제사회, 정부, 기업, 국민이 해야 할 대책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 정리하기 
· 작은 포스트잇에 모든 모둠의 의견을 써 붙인 뒤 모든 의견을 한 번에 살펴보기

유의점  책이나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교사는 피쉬본 틀을 크게 칠판에 그려놓거나 해당 이미지를 크게 출력해 붙여놓는다. 

작은 포스트잇에 모든 모둠의 의견을 써 붙이면, 모든 의견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다.

정리 5분
기후변화의 원인 정리하기 
·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가 인간임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 인지하기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인간의 역할에 대해 알기

06

1-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파악해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의 정의와 
원인, 영향, 대책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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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모자 색에 따른 
역할을 나누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07
3-4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10분

전차시 학습 확인 
· 기후변화에 대해 배운 것 기억하기
· 기후변화는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알기

전개

30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 미국의 탈퇴 배경과 이로 인한 변화를 정리하기
· 다양한 기후변화협약 살펴보기

50분

육색사고모자 기법 적용 토론
· 여섯 가지 색깔 중에 역할 분배 
·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여섯 가지 입장으로 생각하기
  : 흰색 모자 → 빨간색 모자 → 노란색 모자 → 검정색 모자 → 초록색 모자 → 파란색 모자 
순으로 진행

유의점 교사는 여섯 색깔의 모자를 준비한다. 모자 색을 정한 뒤, 파란 모자가 논제를 결정해도 된다.

여섯 모자 모두 평등하게 발언권을 갖는다. 같은 색깔의 모자를 쓴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모두에게 

발언권을 준다.

편지 쓰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편지 쓰기

정리 10분

평가
· 피쉬본 활동 평가
· 육색사고모자 활동에 대한 평가

교사의 마무리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모자 의미
흰색 모자 · (사실 모자) 중립적이고 객관적, 데이터나 정보, 객관적인 사실과 숫자
빨간 모자 · (감정 모자) 느낌, 직관, 정서, 감정. 근거를 제시할 필요 없이 감정대로 진행

검정 모자
· (부정 모자) 주의, 경고, 잠재된 위험, 판사 역할, 비판적 판단, 적합과 
부적합의 지적

노란 모자
· (긍정 모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의 이익, 이점, 가치, 타당성 검토 
(논리적)

녹색 모자
· (아이디어 모자) 창조적 사고,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추가 대안생각

파란 모자
· (결론 모자) 사회자. 의제(agenda) 선정, 단계 진행, 요약 및 다른 모자 사용 
통제 등 전체적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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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떠내려가는 회의론 기후변화는 왜 사실인가’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63

2.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기후변화 회의론에 대한 회의론 8’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42

3.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강화된 온실효과가 기후변화의 주범’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45

4.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기후변화 최대 피해지, 북극 스발바르는 지금’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67

5. 과학동아 2017년 5월호 ‘개나리와 벚꽃이 동시에… 봄꽃이 미쳤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5N034

6.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당신은 오늘 몇 발자국의 질소를 남겼나요?’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52

7. 과학동아 2016년 9월호 ‘이산화탄소’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9N029

8. 과학동아 2017년 7월호 ‘녹조라떼로 만든 신발이 있다고?’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7N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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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고압 송전탑 들어오면 죄다 암에 걸려 죽어뿐다!”
고압 송전탑 설치를 놓고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갈등이 빚어졌다. 울산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구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밀양에 765kV 고압 송전탑 
5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한전이 발표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전은 대
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전력수요가 늘고 있어 송전탑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주민
들은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
서 공권력이 투입돼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

충남 서산과 당진, 강원도 울진과 삼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고압 송전선 주변에
서 살면 실제로 암에 걸릴까? 도시에서는 송전선이 지하로 통과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송전선을 땅에 묻으면 안전할까? 무엇보다 도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시골에 위험할 수도 있는 송전탑을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일까?

먼저 확실하게 해두자. 송전탑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송전선이 위험하
다. 송전선에 고압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극저주파(60Hz)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인체에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유도전류가 세포막 주변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온이 비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신경계에 피해를 입히고, 면역세포를 파괴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얼마나 자기장이 세야 위험한가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송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
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3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 송전의 필요성과, 송전 방법인 교류 및 직
류가 갖는 장단점을 파악한다. 2차시에 송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변압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3차시에 고압 송전에 대한 모의재판을 열어 판결문을 작성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편리한 전기 사용, 그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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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송전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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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발전과 전력 수송
[10통과09-02] 발전소에서 가정 및 사업장까지의 
원거리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전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송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력 수송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을 조사하고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다.
3.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4.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바꾸는 방법을 변압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5. 새로운 전력 수송 방식을 조사해 기존의 수송 방식과 비교할 수 있다. 
6. 고압 송전탑에 대한 충돌을 모의재판으로 구성할 수 있다. 
7. 고압 송전탑에 대한 모의재판의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송전 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별로 접근했는가?
2. 송전과 관련해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3. 송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4. 송전에 대한 모의재판의 판결문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타당하고 
공정하게 작성했는가? 

기타
학습활동지에 제시된 기사 분량이 많은 편이므로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기사를 읽고 
오도록 안내한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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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상황 제시 전체학습 · 고압 송전선, 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상황 제시하기

모의재판
실시 전체학습

· 재판관, 검사, 원고, 피고, 변호인, 증인 등 역할 분담하기
· 역할에 맞춰 모의재판을 실시하기

판결을 위한 
토의 모둠학습

· 모의재판을 지켜보며, 모둠별로 재판관의 입장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토의하기

판결문 작성 모둠학습 · 모둠별로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판결문 작성하기

평가 전체학습 · 작성한 판결문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기

이 프로그램은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원고, 피고, 검사, 변호인, 증인, 재판관 등 각 역할을 통해 사건의 쟁점에 대해 법리적 판
단을 해볼 수 있다.

모의재판 수업은 학생들에게 사건을 제시한 뒤, 역할을 분담하고 모의재판 시나리오
를 작성한다. 또는 교사가 학생에게 재판으로 다루어야 할 상황을 제공하고 쟁점을 판단
하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도 가능하다. 

첫째, 학생 스스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학생 스스로 법적 근거를 작성해 상
황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판단해보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단, 학생과 교사 모두 이 수업을 
준비하는 데 꽤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한다. 

둘째, 교사가 작성한 시나리오로 학생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
하는 것과 비교해 쉽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미 정해진 법적 논리에 의해 판단만 내릴 가능성이 커서 다양한 학
습은 어려울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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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전기 사용, 그 이면

1차시 2차시 3차시

송전 과학 지식 탐구 및 
이해관계자 파악

손실전력 및 변압 원리 탐구 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판결문 
작성

· 교류, 직류의 장단점 파악하기

· 고압 송전탑 관련 갈등 사례 
제시하기

· 고압 송전탑 건설 관련 이해관계 
분석하기

· 손실전력 이해하기

· 변압 원리 탐구하기

· 모의재판 사건 제시하기

· 모의재판 실시하기

· 모의재판 판결을 위한 토의하기

· 모의재판 판결문 작성 및 
평가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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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프롤로그 
· 전기가 만들어져서 집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논의하기

참고 동영상 ‘정전이 일어난 이유는?’ / YTN 사이언스 2017. 6. 22.

https://www.youtube.com/watch?v=onhoP1ghjhM 

전개

15분

송전의 필요성 이해하기
직류, 교류의 특징 및 장단점 분석하기
· 모둠원 4-6명 구성하기
· 모둠별로 토의하며 활동지 문제 함께 해결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3년 12월호 ‘에디슨이 블랙아웃 막는다 직류 전기 쓰면 대정전 걱정 끝’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12N023 

25분

고압 송전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고압 송전탑 건설 관련 이해관계 분석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4년 1월호 ‘고압 송전탑 밑에 살면 정말 암에 걸릴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1N036 

정리 5분
고압 송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2차시 예고
· 손실전력 및 변압 원리 학습하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력 수송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을 
조사하고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다.
3.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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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바꾸는 방법을 
변압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2. 새로운 전력 수송 
방식을 조사해 기존의 
수송 방식과 비교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수업 안내  
· 송전 과정에서 손실전력 발생 규모 확인하기

참고 동영상 ‘송전 과정서 사라진 전기 작년 6700억 원어치’/ 연합뉴스TV 201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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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15분

전력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 손실전력 이해하기 
· 손실전력 줄이기 위한 방법 탐구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10월호 ‘마음먹은 대로 전기 제어하는 마법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0N053 

10분

변압기가 작동하는 원리
· 전자기 유도 현상  
· 변압기 개념 이해하기
· 변압기 원리 탐구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08년 9월호 ‘변압기가 작동하는 원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0809N051

15분

새로운 전력 수송 방식 장단점 탐구
·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  
· 초전도 송전 방식
· 전선 지중화 사업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3년 12월호 ‘에디슨이 블랙아웃 막는다 직류 전기 쓰면 대정전 걱정 끝’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12N023

과학동아 2011년 4월호 ‘꿈의 기술? 아직 피지 못한 꽃?’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4N010 

정리 15분
손실전력 및 변압 원리 정리하기

3차시 예고
· 모의재판 수업에 대해 안내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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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고압 송전탑에 대한 
충돌을 모의재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고압 송전탑에 대한 
모의재판의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다. 

08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모의재판 수업 방법 안내하기
· 모의재판의 진행 순서 및 진행 방식 소개하기

참고 동영상 ‘밀양 송전탑 765kV 위험성 논란’ / YTN 2013. 10. 2. 

https://www.youtube.com/watch?v=m3R99DvGdeM 

‘밀양송전탑 8년 갈등의 이유는?’ / YTN  2013. 10. 2.

https://www.youtube.com/watch?v=NTn937IOuWA 

전개

10분

모의재판 상황 제시하기
· 모의재판을 진행할 고압 송전탑 충돌 사례 제시하기 

역할 분담 및 좌석 배치하기
· 모의재판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기 
· 역할에 따른 좌석 배치하기 

30분

모의재판 실시하기
·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제시된 대로 실시하기
· 역할이 없는 학생들은 모두 재판장이 되어 판결하기

재판의 쟁점 분석하기
· 모의재판에서 제시된 쟁점을 분석하기

재판 판결 토의 및 판결문 작성하기
· 모둠별로 모의재판 판결에 대한 토의 및 판결문 작성하기 

정리 3분
평가
· 모둠별 판결문을 준거에 따라 평가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149

09

더 읽을거리 전력을 수송하는 다른 방안

1. ‘구리 대신 초전도, 송전량 5배 이상 늘어나’ / YTN 2014. 10. 30.
관련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oN2jwXjbCQ 

2. ‘초전도 도시, 미래여행 떠나요’ / 동아사이언스 2011. 4. 8.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5289948

3. ‘에디슨의 귀환, 백년 전류전쟁 한국서 종식’ / KNN 뉴스 2015. 5. 21.
관련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kGKaPzSdJ4

전력 거래 및 블랙아웃 관련

1. 과학동아 2012년 7월호 ‘대한민국 블랙아웃 초비상’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7N030 

2. 수학동아 2014년 5월호 ‘스파이더맨 VS 일렉트로 대정전을 막아라!’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M201405N010 

3. 수학동아 2012년 8월호 ‘전력거래소 탐방, 블랙아웃을 막아라!’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M201208N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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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4월 가동되기 시작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고리원전 1호기 현장인 부산 기

장군 장안읍을 찾아 “고리 1호기와 같은 노후원전의 가동 연장은 운항 연장을 택했던 세
월호와 같다”며 “전기료 인상, 막대한 폐쇄 비용 등 우려가 있지만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탈원전 시대를 선포하며 액화 천연가스
(LNG)나 태양광 등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시스템의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어들수록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탈 
석탄·탈원전을 향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월 13일 발표한 전력거래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전력수요전망 초안
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당초 예상보다 11.3GW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규모 원전 8기의 설비 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탈원전 이후에도 전력 수급엔 문제없다는 근
거가 마련된 셈이다.

원자력 발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가격이다. 초기 발전소 건설비용은 높지만, 
핵이 분열하며 나오는 열의 양이 막대하다. 연료비가 싼 점을 생각하면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늘도 있다. 방사선과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후처리 비용이 다른 발전 방식보다 높다. 과연 원자력은 정말 가장 싼 에너
지원일까? 원자력 발전이 사라진 뒤 전기료가 더 올라가진 않을까?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3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 원자력 발전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2차시
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학적 원리를 학습한다. 3차시에 패널토의
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01
SSI

통  합 
과  학 두 얼굴의 원자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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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원자력 발전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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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발전과 전력 수송
[10통과09-04]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원자력 발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2. 원자력 발전소 사고 피해 사례와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원자력 발전소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4. 원자력 발전의 기초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5. 방사선의 종류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6.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패널토의를 통해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원자력 발전과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2.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과 단점을 다양한 요소별로 분석했는가?
3.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4.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기타
학생용 활동지에 제시된 기사 분량이 많으므로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기사를 읽고 오도록 
안내한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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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패널토의
역할분담 조별학습

·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선택
· 패널 중 찬성, 반대, 청중의 역할 선택

토의 자료 
제작 조별학습

·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의 자료 제작
· 찬성 팀과 반대 팀이 토의 후, 자료를 제작

패널토의 
실시 전체학습

· 입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 발표
· 변론을 통해 상대팀 의견에 반박

판정과 평가 전체학습 ·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활동 평가

이 프로그램의 주요 교수방법은 ‘패널토의’다. 패널토의는 구성원이 많아 균형있는 토의 
진행이 어려울 때 채택하는 토의형식이다. 선발된 토의자는 단상에서 특정 논제나 문제
에 관해 자유토론을 하고, 청중은 적당한 기회에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한다. 

패널토의는 그 집단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규명해 공동의 합의
점을 찾는 회의다. 선정된 4-6명의 배심원(panelist)이 청중 앞에서 각자의 지식, 견문, 
정보 등을 발표하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 뒤 서로 토론하며 협력적으로 충분히 깊
게 생각하고 의논해 결론을 찾는 방식이다.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심원과 청중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배
심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 배심원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배심원을 수행하
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 청중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배심원의 토론을 경청하며 새
로운 생각을 확인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과 연결시켜 정리한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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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원자력 발전소

1차시 2차시 3차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슈 이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과학 탐구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패널토의

· 원자력 발전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정리하기 

·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상황 
조사하기 

· 원자력 발전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상황 
이해하기

· 원자력 발전소의 장단점 
정리하기

· 원자력 발전 정의와 원리 
탐구하기

· 방사선의 종류와 영향 알기

·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 알기

· 역할 분담하기

· 토론 자료 수집 및 작성하기

· 토의 진행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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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프롤로그  
·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하며 최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 이해하기

참고 동영상 ‘원자력 발전소 이상 무…방폐장은 주의 단계’ / 연합뉴스 2016. 7. 5.

https://www.youtube.com/watch?v=U7_agy8Q1i0 

전개

15분

소집단 4-6명 구성 : 소집단 별로 토의하며 활동지 문제 함께 해결
· 원자력 발전 연구자 소개 기사를 읽고, 원자력 연구 필요성 정리하기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세계 진행 상황 정리하기
· 원자력 발전의 장점 분석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6년 3월호 ‘에너지계의 홀드왕을 꿈꾼다 도전! 유니스트⑭ 안상준 UNIST 교수’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3N060 

‘세계는 지금 신규원전 건설 붐’ / 동아사이언스 2015. 11. 20.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942 

15분

세계 원전 주요 사고 정리하기 
· 원전 사고 피해 사례 정리하기 
· 원자력 발전의 단점 분석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1년 4월호 ‘원전 사고 5가지 핵심 쟁점’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4N006 

과학동아 2016년 4월호 ‘아름답고 섬뜩한, 체르노빌의 곤충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4N032 

10분

방폐장 부지에 대한 조건 토의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4년 3월호 ‘핵 쓰레기통이 넘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3N006

과학동아 2014년 3월호 ‘경주 방폐장 부지, 과연 안녕한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3N007 

정리 5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장단점 퀴즈

2차시 예고 
·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과학적 개념 학습하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원자력 발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2. 원자력 발전소 사고 
피해 사례와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원자력 발전소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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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원자력 발전의 기초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방사선의 종류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수업 안내 
· 이전 차시 학습에서 다룬 원자력 발전소 내용 언급하기
· 원자력 발전 원리 이해에 대한 필요성 공유하기

전개

20분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 학습하기
· 원자력 발전 정의를 언어로 표현하기 
· 원자력 에너지의 발생 과정과 원리를 조사해 그림으로 나타내기 

참고 동영상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 Ted-Ed 2017. 5. 8.

https://www.youtube.com/watch?v=R7WPEYGr1Vs 

참고 기사 ‘광물로 움직이는 세상, 우라늄’ / 동아사이언스 2015. 9. 25.

https://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885

20분

방사선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 방사선의 종류 조사하기 
·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해 발표하기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 소개
· 방사선 방출하는 핵폐기물 처리 위한 발전소 해체 과정 이해하기 

참고 동영상 ‘Is radiation dangerous? - Matt Anticole’ / Ted-Ed 2016. 3. 14.

https://www.youtube.com/watch?v=zI2vRwFKnHQ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1년 4월호 ‘원전 사고 5가지 핵심 쟁점’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4N006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고리1호기 가동 중단 방사성 때 어떻게 벗길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27 

정리 5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입장 정리하기 

3차시 예고 
· 패널토의 진행 안내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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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패널토의를 통해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다. 

08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3분

패널토의 진행 방법 안내하기 
· 패널토의의 목적, 진행 방식 소개하기

참고 동영상 ‘운명의 합숙토론...치열한 찬반 논리 대결’ / YTN  2017.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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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20분

패널토의 역할 분담하고 발표 자료 만들기
·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하기
· 각 입장을 대표하는 배심원 5인을 선발하기 
·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진 학생들끼리 의견 교환하기
· 팀원들과의 논의와 자료 조사를 통해 토론에서 발표할 자료를 구성하기 

참고 기사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①] 원전 사라진 뒤, 전력수급 가능할까?’ / 동아사이언스 2017. 7. 10.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8888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②] 전기료 정말 안 오를까?’ / 동아사이언스 2017. 7. 17.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8984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③] 원전 정말 위험한가?’ / 동아사이언스 2017. 7. 25.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9103

25분

토론하기
· 긍정측 입론하기(6분) 
· 부정측 입론하기(6분) 
· 작전 타임 제공하기(2분) 
· 긍정측 최종 변론하기(3분)
· 부정측 최종 변론하기(3분)

판정
· 청중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토론을 경청하고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을 평가한다. 
· 판정을 통해 긍정측과 부정측의 승패를 가른다. 

유의점 토론 예절 지도

정리 2분
평가 
· 패널토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평가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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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더 읽을거리 핵발전에 대한 긍정적 영향 및 오해

1. ‘신규원전으로 알고 싶어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오해 BEST 5!’ / 
     동아사이언스 2015. 11. 20.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993 

2. ‘신규원전의 롤모델, 지역경제와 결합한 세계의 원전들’ / 동아사이언스 2015. 11. 6.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947 

3. ‘신규원전의 핫 이슈, 방사선의 진실’ / 동아사이언스 2015. 11. 6.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945 

핵발전에 대한 세계 진행 상황

1. ‘선진국의 원전 현황과 신규원전 (1)_프랑스’ / 동아사이언스 2015. 11. 20.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992

2. ‘선진국의 원전 현황과 신규원전 (2)_영국’ / 동아사이언스 2015. 11. 20.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995 

3. ‘신규원전 건설 등 원자력 발전의 세계 진행 상황은?’ / 동아사이언스 2015. 11. 6.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942 

4. ‘세계는 지금 신규원전 건설 붐’ / 동아사이언스 2015. 11. 20.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990 

핵발전의 안정한 운영 위한 노력

1. 과학동아 2015년 3월호 ‘“월성1호기 비상장치 보강해야” 	 	
   원전 안전 공개토론 제안한 이정윤 대표’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3N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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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1.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①]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어떻게 탄생했나’ / 	 	
동아사이언스 2015. 7. 22.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854 

2.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②]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자세히 들여다보기’ / 	 	
동아사이언스 2015. 7. 22.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855 

탈핵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찬반 토론

1. ‘탈원전 시대, 文대통령이 LNG와 신재생에너지 키운다는데’ / 동아사이언스 2017. 6. 19.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8604 

2.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①] 원전 사라진 뒤, 전력수급 가능할까?’ / 	
동아사이언스 2017. 7. 10.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8888

3.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②] 전기료 정말 안 오를까?’ / 동아사이언스 2017. 7. 17.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8984

4.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③] 원전 정말 위험한가?’ / 동아사이언스 2017. 7. 25.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9103

원전 해체 과정

1.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고리1호기 가동 중단 방사성 때 어떻게 벗길까’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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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국제 핵융합 장치(이터, ITER)의 첫 가동 시기가 2020년
에서 2025년으로 5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당초 180억 유로(약 23조 7600억 
원)였던 사업 예산은 220억 유로(약 29조 400억 원)로 늘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돈도 
약 5000억 원 더 늘어났다. 

이터는 태양 중심처럼 1억 C゚가 넘는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에서 가벼운 수소 원자핵이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도록 인위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이때 나오는 엄
청난 양의 에너지를 얻는 장치다. 이터 사업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프로
젝트로 꼽힌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조정안에 대해 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 무산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하
지만 미국이 2016년 5월 “이터는 핵융합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후보
다. 최소 2년 동안은 비용에 관계없이 투자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치
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임
을 이해하고,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이용한 핵융합의 원리, 장점을 알아보고, 핵융합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에 대한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 핵융합의 원리, 장점 및 실현 장치에 대해 
조사 정리하면서 학습한다. 2차시에 핵융합을 위한 우리나라와 국제적 노력에 대한 다양
한 생각을 표현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인류의 꿈, 땅 위의 ‘인공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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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핵융합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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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10통과09-03]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질량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고, 그중 일부가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을 일으키고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핵융합의 장점과 단점,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4.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데 어려운 점을 설명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핵융합 장치인 케이스타와 국제 핵융합 장치인 이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핵융합의 장점과 난관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별로 접근했는가?
2. 핵융합을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서 제시했는가? 
3. 개선된 방안을 찾기 위해 탐구하는 자세를 지녔는가? 

기타
학습활동지에 제시된 기사 분량이 많으므로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기사를 읽고 오도록 
안내한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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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상황제시 전체학습 · 학습과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모집단
학습활동 모둠학습

· 모집단 조별 학습계획 세우기
· 모집단 학습과제별 역할 분담하기
· 같은 과제 분담원끼리 전문가 집단 찾아가기

전문가 집단
상호활동 모둠학습

· 전문가 집단별 활동하기(자료정리-토의-해결)
· 모집단으로 돌아가기

모집단
상호활동 모둠학습

· 모집단 조별 활동하기
· 전문가 집단에서 과제해결 내용 전달하기

조별발표와 
정리

전체학습 · 학습 내용 발표하기 

1차시 교수학습 방법은 직소우(JIGSAW) 모형이다. 직소우(JIGSAW)는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집단 학습 방법이다. 학생들 각자가 과제의 일부를 맡아 그 분야의 전문
가가 돼 다른 학생들을 가르친다. 학습에 대한 개별 책무가 주어지므로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 학생들 각자가 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므로 학
생들이 서로 도우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2차시 교수학습 방법은 육색사고모자 기법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사고를 표시하는 
모자를 쓰고 사고함으로써 한 가지 입장에 몰입해 사고를 정교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다. 모자를 바꿔쓰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
과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고의 융통성을 기를 수 있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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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꿈, 땅 위의 ‘인공태양’

1차시 2차시

핵융합에 대한 과학적 탐구 핵융합 시설에 대한 토의

· 태양 에너지의 원리 이해하기

· 핵융합의 원리와 장점 파악하기

· 핵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조사하고 어떤 
난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 육색사고모자 기법으로 케이스타와 이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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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프롤로그
· 지구의 에너지원인 태양 에너지란?

참고 기사 어린이과학동아 2015년 1호 ‘뜨거운 태양이 연구실에? 인공태양 케이스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501N009 

과학동아 2012년 12월호 ‘태양의 눈부신 비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12N005 

전개
15분

핵융합 이해하기
· 4명씩 모집단 구성하기
· 모집단 내 역할 분담하기
· 전문가 집단에서 각 집단별로 핵융합의 원리, 핵융합의 장점과 발전, 핵융합 실현 기술, 
핵융합의 난관에 대해 자료 정리 및 토의하기

유의점 학생용 활동지에서 각자 맡은 분야만 자료 정리 및 토의하도록 지도한다.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4년 12월호 ‘핵융합의 원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12N003 

과학동아 2014년 12월호  ‘핵융합의 장점과 발전’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12N004

과학동아 2014년 12월호 ‘핵융합의 난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12N006 

25분 모집단으로 돌아가 전문가 집단에서 해결한 과제 내용 전달하기

정리 5분

핵융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2차시 예고
· 핵융합 연구에 대해 조사해 오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핵융합의 장점과 
단점,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4.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데 어려운 점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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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우리나라 핵융합 
장치인 케이스타와 
국제 핵융합 장치인 
이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4분

수업 안내
· 우리나라 핵융합 장치, 케이스타 소개하기
· 육색사고모자 기법 소개(각 모자별 의미 소개)하기

참고 동영상 ‘꿈의 에너지 핵융합 우리가 이끈다’ / YTN 사이언스 2017. 12. 14.

https://www.youtube.com/watch?v=CZ6XeqD6QD4 

전개

23분

육색사고모자 기법으로 우리나라 핵융합 장치 ‘케이스타’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 6명이 한 모둠 이루기
· 흰색 모자: 케이스타가 무엇인지 발표하기
· 빨간 모자: 케이스타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기
· 노란 모자: 케이스타의 긍정적인 부분 발표하기
· 검은 모자: 케이스타의 부정적인 부분 발표하기
· 녹색 모자: 케이스타의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표 하기
· 파란 모자: 케이스타에 대한 발표 내용 정리하기

각 모둠별 파란 모자가 발표하고 칠판에 기록, 상호 평가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4년 12월호 ‘핵융합 선진국의 주역 케이스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12N007 

23분

육색사고모자 기법으로 국제 핵융합 장치 ‘이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 흰색 모자: 이터가 무엇인지 발표하기
· 빨간 모자: 이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기
· 노란 모자: 이터의 긍정적인 부분 발표하기
· 검은 모자: 이터의 부정적인 부분 발표하기
· 녹색 모자: 이터의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표하기 
· 파란 모자: 이터에 대한 발표 내용 정리하기

각 모둠별 파란 모자가 발표하고 칠판에 기록, 상호 평가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4년 12월호 ‘인류의 꿈이 모였다 이터(ITER)’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12N009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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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1. 어린이과학동아 2015년 1호 ‘뜨거운 태양이 연구실에? 인공태양 케이스타’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501N009

2. ‘인공태양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 / 동아사이언스 2015. 10. 12.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903 

3. ‘지구의 미래를 밝히는 태양, KSTAR’ / 동아사이언스 2007. 10. 15.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61400 

4. 과학동아 2012년 12월호 ‘태양의 눈부신 비밀’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12N005

5. ‘땅 위의 인공태양 5년 늦게 뜬다’ / 동아사이언스 2016. 6. 18.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2594 

6.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30년 핵융합 난제, 한국 연구진이 풀었다’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05 

7. ‘한국 인공태양, 세계 최장 운전 성공’ / 동아사이언스 2016. 12. 15.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5361

8. ‘태양과 가장 닮은 핵융합 장치, 프랑스가 먼저 개발?’ / 동아사이언스 2016. 12. 20.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5445 

9. ‘국내 연구진, 인공태양 운영 핵심 기술을 개발’ / 동아사이언스 2017. 9. 12.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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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우리보다 못 사는 개발도상국에게 중간 정도 수준의 기술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적정
기술화해야 한다.”

2017년 12월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글로벌컨벤션플라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속
의 적정기술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된 ‘제 8회 적정기술국제컨퍼런스 2017’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말이다. 

2000년대 들어 활동하기 시작한 국내 적정기술학회에서는 적정기술에 대해 주로 개발
도상국의 사회와 경제, 문화에 맞춰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든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지급했던 물과 전기 공급문
제, 의료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됐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중간 수준의 기술을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해 삶
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하지만 현지인들이 공급받은 기술을 스스로 관리하
고 유지 시키도록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
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효율적으로 현지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을 고려해 적정기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적정기술의 의미와 적정기술을 고안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적정기술을 이용한 장치를 고안하면서 과학, 기술, 심미적 역
량을 함양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에 적정기술의 의미,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보
급하는 것이 사회, 경제, 과학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고, 2차시에 적정기술로 필
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장치를 고안한다.

01
SSI

통  합 
과  학 사람 온기 가득한 적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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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적정기술

대상 학년 고등학교

과학적 증거의 본성

□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
□ 과학지식에 근거하지만, 감정, 가치, 경제 등에 의한 의사결정
□ 과학지식과 인류 삶의 경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
□ 빅데이터 또는 통계 내용의 이슈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학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적 내용
□ 언론 소양(media literacy)    □	 경제, 사회생활, 정치
□ 자아정체성                                 □	다문화
□ 가치, 윤리, 도덕                        □	환경

과학적 지식의 사용

□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               □	정보 탐색
□ 과학적 의사결정                        □	과학적 탐구능력
□ 위협 평가                                    □	비용 효과
⃞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관심의 갈등수준 □ 개인적 수준               □ 사회적 수준               □ 구조적 수준

평가와 성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도출한 결론인가?
□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 과정과 결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됐는가?

02

SSI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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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

구분 내용

관련 교육과정

2015 교과 교육과정 적용 단원

과목 단원 성취기준

통합과학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10통과09-05]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연료 전지 등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예시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돕는 현대 과학 산물의 예를 설명할 수 있다. 
2. 적정기술의 의미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3. 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를 고안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적정기술은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다. 
5. 적정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토론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는 계획한 조건에 합당한가? 
2. 고안한 적정기술에 과학적 원리가 적용됐는가? 
3. 장치가 창의적, 경제적, 실용적인가? 
4. 장치가 수요자들의 문화와 기술을 고려했는가? 
5. 적정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는가?

기타
학습활동지에 제시된 기사 분량이 많으므로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기사를 읽고 오도록 
안내한다.

03



171

교수학습
방법

수업과정 수업형태 활동 내용

문제 인식 모둠학습
· 과학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에너지 부족, 식량 
부족, 질병, 식수 부족, 사막화 현상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해결방안 
계획세우고
실행하기

모둠학습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고안하기 위해 토의하기

지식 산출 모둠학습
· 적정기술의 조건을 고려해 다양한 발명 기법을 이용해 장치 고안하기
· 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에 대한 설명서 작성하기
· 설명서 발표하기 

지식 평가 전체학습 · 전체 활동과 설명서 평가하기

이 프로그램에 적용한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스팀(STEAM)’이다. 스팀(STEAM) 수업
의 핵심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이용해 주어진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상
황제시를 통해 문제를 내면화시키고, 문제 인식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한다. 그 뒤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최종 산출물을 제작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지적, 감성적 체험을 한다. 

수업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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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온기 가득한 적정기술

1차시 2차시

적정기술의 의미 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 고안

· 적정기술의 의미 파악하기

· 적정기술을 고안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생각하기

· 적정기술의 변화 과정 이해하기

· STEAM 기법을 이용해 적정기술을 이용한 장치 
고안하기
· 설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기
· 적정기술의 영향 토론하기

05

수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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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프롤로그 
· 어떤 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나누기 

참고 동영상 ‘90%를 위한 디자인’ / 지식채널e 2008. 11. 10.

https://www.youtube.com/watch?v=_2PF_80tSf8  

전개

20분

적정기술 이해하기
· 4명씩 모둠 구성하기
· 적정기술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 분석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2년 9월호 ‘적정기술, 36.5℃의 기술’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9N062 

참고 동영상 ‘적절한 기술’ / 지식채널e 2009. 6. 15.

https://www.youtube.com/watch?v=wK1Wi-EY2gU 

20분

적정기술 2.0 
· 적정기술의 문제점 분석하기
· 적정기술의 정의 새로 하기 
· 다양한 적정기술의 변화 이해하기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4년 5월호 ‘그녀는 왜 물탱크를 버렸을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5N033 

정리 5분
적정기술의 필요성과 영향 정리하기

2차시 예고 
· 적정기술을 이용한 장치 고안하기 

0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1.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산물의 예를 
설명할 수 있다. 
2. 적정기술의 의미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174

학습목표
1. 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를 고안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적정기술은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다. 
3. 적정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토론할 수 있다. 

0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계

소요
시간 수업 활동

도입 5분
수업 안내 
· 이전 차시 내용 복습

전개

25분

적정기술 장치 고안
· 과학 기술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모둠별로 하나씩 담당해 
조사하기
· 적정기술을 고안하기 위해 토의한 뒤, 다양한 발명 기법을 이용해 의견을 발전시켜 장치를 
고안하기
· 적정기술의 조건 알기 
 ￫ 환경오염이 적고,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적은 비용과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야 한다. 사용하기 쉽고 편리해야 하며,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어야 한다.

고안한 장치의 설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기

참고 동영상 ‘지구촌 빈곤 퇴치하는 적정기술’ / YTN 사이언스 2014. 7. 11.

https://www.youtube.com/watch?v=4WLb5BELO8w 

참고 기사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적정기술은 변신 중’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38

15분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측면에서 적정기술이 미치는 영향 토론하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적정기술은 무엇인지 토의하기

정리 5분 상호 평가하기

* 학생용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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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더 읽을거리 참고 동영상

1. ‘생존을 위한 과학 적정기술’ / YTN 사이언스  2014. 7. 4.
관련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yJD_kcSMs 

2. ‘적정기술 top7’ / 블루스크린 2016. 10. 2.
관련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EEafwSU5skU&t=21s 

3. ‘적정기술을 아시나요?’ / YTN 사이언스  2017. 5. 25. 
관련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HW4RcJKmx4 

관련 읽을거리

1. 과학동아 2012년 3월호 ‘개발도상국 환경 문제 해결사’ 
관련 링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3N049 

2. ‘그들은 왜 까오방으로 갔나’ / 동아사이언스 2016. 2. 21.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0450

3. ‘연기 잡으러 베트남 간 한국 대학생들’ / 동아사이언스 2016. 2. 5.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0201

4. ‘저렴한 기술공급 위주 아닌 최적화 지향해야’ / 동아사이언스 2017. 12. 3.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0682

관련 도서

1.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들 – 적정기술과 지속가능한 세상
이경선, 뜨인돌출판사, 2013

2. 소녀, 적정기술을 탐하다
조승연, 뜨인돌출판사, 2013

3. 나눔과 배려의 적정기술
김찬중, 허원북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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