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30-09:30 등 록 
09:30-09:40 개회식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103호)  (사회 : 박정웅)
09:40-09:45 축사 

09:45-10:25
기조 강연: 기후변화와 안전 (조천호 전원장, 국립기상과학원)

(좌장: 박정웅, 숭문고)

10:25-11:05
초빙강연1: 화산재해와 방재(윤성효 교수, 부산대학교)

(좌장: 박정웅, 숭문고)
11:05-11:15 휴식

11:15-11:55
초빙강연2: 소방과 과학의 연계교육을 통한 초등학생 소방과학교실 개발

(현성호 교수, 경민대학교)
(좌장: 류광수, 교원대)

11:55-12:35
초빙강연3: 실험실 안전사고와 대처 요령 (송영호 교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좌장: 류광수, 교원대)
12:40-13:30 점심 (교직원 식당)
13:30-15:00 포스터 발표 / R&E 발표 

심포지움 I
(안전한 과학실험)

심포지움 II
(안전한 삶을 위한 과학적 지식 활용)

인문사회관 103호
   (좌장: 최혁준, 교원대)

인문사회관 104호
  (좌장: 임희준, 경인교대)

15:00~15:30
방사선과 안전 이해하기

(최윤석, 한국원자력아카데미)
화학지식과 생활안전

(양성호, 교원대)

15:30~16:00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관계 법령

(정찬규, 부산광역시교육청)
 산소의 두 얼굴
(박동선, 교원대)

16:00~16:30
안전하고 효과적인 초등과학 수업에의 예

(박일우, 서울교대)
재난안전과 위기관리능력

(문윤섭, 교원대)

16:30~16:45
종합토론, 인문사회관 103호 (사회: 홍훈기, 서울대)

  1. 안전한 과학실험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 안전한 삶을 위해 과학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16:45-17:00 휴식

신진연구자 발표
제1분과(103호) 좌장: 고준태 제2분과(104호) 좌장: 홍명수

17:00~17:50

인지적 자원 기반 반응적 교수법이 고등학생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논변에 미치는 영향

(홍준희, 교원대)

환경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과 인식론적 
관점에 대한 연구

(서은정, 광주고등학교)
학습조력자 경험이 예비교사들의 교수실습에서 

교수실천에 미치는 영향
 (강호군, 교원대)

과학과 교육과정 중 지구과학 영역의 과학적 
소양 요소 분석
(조미선, 교원대)

2018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

     가. 일시 : 2018년 8월 25일(토) 09시 ~ 18시
나. 장소 :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다. 주제 :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삶과 과학실험을 위한 방안 모색』



좌 동

구두발표 워크숍 I 워크숍 II

인문사회관 204호
 (좌장: 정대홍, 서울대)

인문사회관 205호
(좌장: 임혁, 문정고)

인문사회관 206호
(좌장: 권홍진, 판곡고)

15:00~15:25

과학교육에서 Python을 이용한 
기호연산, 시각화, 그리고 

확률적 시뮬레이션의 활용방안
(채승철, 서울대) 물질의 순환 주사위 놀이

(서윤희, 한성과학고)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과학 
수업 사례 소개
(진연자, 신곡중) 

15:25~15:50

위성자료를 활용한 과학 영재 
대상 R&E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경애, 장재철 서울대)

15:50-16:00 휴식 

16:00~16:25
디지털 탐구도구의 어포던스

(손미현, 서울대)
인체 학습 키트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과 과정중심평가 
(김은경, 인천과학예술영재고)

페이퍼 서킷을 활용한 LED 
별자리 만들기

(오병현, 경기북과학고)
16:25~16:50

문제인식과정을 강조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 개발: 움직이는 

장치 만들기
(이경택, 교원대)

16:50-17:00 휴식 

17:00~17:25

고등학교 생명과학 Ⅰ 교과서에 
제시된 ‘식물 군집 조사법’ 분석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제안 
(이은혜, 김재근, 서울대)

적외선을 이용한 과학탐구자료 
개발 적용

(서원호, 여주 북내초 운암분교)

백탄(숯)을 이용한 건전지 
만들기와 산화-환원 반응과 

STEAM 교육에서의 활용방안
(정오남, 안산 경안고)17:25~17:50

과학영재는 윤리적으로 
연구하는가?

(이지원, 교원대)

17:50-18:00 휴식

18:00-18:30 총회 및 우수 포스터상 발표

18:30-20:30 리셉션 (장소, 교직원 식당)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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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창립 11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함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은 유사 이래 폭염이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더워서 

어떻게 학술대회를 개최하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며칠 사이 

확연히 시원해진 공기를 느끼며 계절의 변화와 하늘의 도움에 

감사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현장과학교육 학술지는 최초 발간 이래 매우 

짧은 시간 만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장을 지속하여 온라인상의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그 증가

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회원들이 우리 학회에 몸 담았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학회가 많이 알려졌고 학회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현장교육학회는 여러 학회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회원 중 현장 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학회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차기 회장으로 현직 교사이신 박정웅 

박사님이 취임하실 예정입니다. 저의 작은 소원이 교사를 회장으로 모시는 정식 학

회의 탄생이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우리 학회

가 교사, 교수, 그리고 연구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회임을 진정으로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정웅 차기 회장님이 우리 학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

록 저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힘찬 응원과 아울러 더욱 힘을 

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작년에 이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한국

과학창의재단에서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6시간의 연수 시간을 인정

해주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되었습니다. 현직 선생님들의 학술대회 참가가 그야

말로 큰 희생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되돌아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교사가 무

슨 학회야? 학회에 참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위의 눈초리를 의식

해야 했던 선생님들은 더 이상 그런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당당히 공문에 의거 출장

을 달고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투입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여 주신 그 동안의 노고를 다하신 선생님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겨울 워크숍을 따로 분리하여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연수가 진

행되는 등 학회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우리 학회를 

통하여 진정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발전하고,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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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과학교육에 관

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에 물어보라는 이야기들이 널리 퍼질 수 있

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많은 포스터 논문들과 R/E 발표들이 준비되었고, 과학지식

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삶과 과학실험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저명하신 강사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기꺼이 오셔서 강연을 하여 주신 강

사님들과 포스터 논문을 발표하시는 연구자님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연

구를 하여 발표하는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학회의 

꽃인 워크숍을 준비하여 주신 선생님들께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

다. 모두 감사합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시간을 내어주신 참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선생님들의 교사로써의 기억에 길이 남는 날이 되기를 간절

히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

끼지 않은 많은 회사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치룰 수 있

도록 공간을 빌려주신 경인교육대학교와, 특히 학술위원장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여 

주신 임희준 교수님과 여상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  8. 25.

가을의 문턱에서 모두에게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4대 회장 김중복 올림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삶과 과학실험을 위한 방안 모색」

  2018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기조강연

기후변화와 안전

조천호 (국립기상과학원)



- 12 -

01 기조강연

기후변화와 안전

조천호*

국립기상과학원 전원장

기후변화는 대기의 화학 조성의 변화로 일어난 과학 문제이지만, 이는 우리
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근원에는 더 잘 살고
자 하는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처럼 현대 위험은 과거의 결핍을 메웠던 
산업과 기술의 진보가 초래한 내재적 위험이며, 그것은 주로 결핍이 아닌 인
류 문명의 과잉으로 발생한다. 이 위험은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성공에서 오기 때문에 위험을 제어하기가 더욱 어렵다.

우리는 발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성찰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체계로 바꾸는 선택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시
련을 겪어야 한다. 위험은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피하려는 현
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미래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위험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삶과 사회를 바꾸는 발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만 한다.

*대표(교신)저자: cch0704@gmail.com

mailto:cch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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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초빙강연 - 1

화산재해와 방재

윤성효*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사)제주화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제주돌문화공원내

전 세계적으로 50~60좌의 화산들이 매년 분화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2~3번의 분화
가 발생하는 데 대부분 알래스카에서 일어난다. 화산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
하는 매우 다양한 재해를 만들어낸다. 화산분화는 인구 조밀지역이 아닌 곳에서 종종 
일어나는데 적은 규모일지라도 인명 손실 또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나 화산
분화가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은 거의 비극적이다. 대략 지구
상에서 5억의 인구가 화산 근처에 살고 있으며,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많
은 사람들이 화산체의 사면이나 산자락에, 또 활화산이나 화산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거의 10만 명이 화산분화에 의해 죽었다. 이들 
중 대략 28,500명이 1980년대에 죽었다. 많은 활화산을 가지고 또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이나 멕시코(특히 멕시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주변은 
특히 심각하다. 미국 서부에서도 몇몇의 활화산과 잠재적으로 활동가능성이 있는 화
산들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들 근처에 위치해 있다. 화산분화는 수 십 만의 사상자
를 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와 땅의 이용패턴, 기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다. 가장 최악의 재난은 수 만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으며, 다른 경우는 수 천, 수 백 
명의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희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화산과 관련된 특별
한 재해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분화로부터 손실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하며, 특히 활
화산 가까이에 사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고려하는데 중요하다. 용암류의 넘침, 화산재
층에 의한 묻힘, 열운으로 알려진 성장하는 뜨거운 애벌런치 구름에 의한 충격과 같
은 몇몇 재해는 명백하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질식사하게 하는 유독가스의 방출과 
큰 분화의 결과로서 전 지구적 기후의 변화와 같은 재해는 덜 명백하다.

화산재해들은 분화의 직접적인 결과인 화산활동의 일차적인 효과와 일차적인 효과
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이차적인 효과를 포함한다. 큰 폭발적인 분화는 수 백 마일 
떨어진 곳의 사람들과 재산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인 기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산사태와 같은 화산 재해의 몇몇은 화산이 분화하고 있지 않을 
때 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 용암류, 화산재의 낙하와 같은 화성쇄설 활동, 화쇄류, 측
방 폭발 그리고 화산가스의 분출 등은 일차적인 효과이다. 이차적인 효과는 암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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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 산사태나 암설사태(아발란체), 홍수, 화재, 쓰나미를 포함하며, 행성의 규모에서 
큰 분화는 1년 또는 그 이상 대기권의 전 세계적인 냉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과학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방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과학은 우리가 위험요소들을 예
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위험요소들을 아는 것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
울 수 있다. 3 자연 재해들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한다. 4 인간은 재난을 일으키는 일
들을 재앙으로도 바꿀 수 있다. 5 위험요소들로 인한 결과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대표(교신)저자: ggweon@snu.ac.kr

mailto:ggweon@snu.ac.kr


- 16 -

03 초빙강연 - 2

소방과 과학의 연계교육을 통한 초등학생 소방과학교실 개발

현성호*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야만 안전행동습관이 올바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안전교육은 학교 
교육과 기타 다른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사상 
및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질병도 전염성이 있듯이 안전도 전
염성을 가지고 있다.  즉, 안전의식을 가진 한 두 사람이 질서를 바로 지키기 시작하
면 그들이 속한 사회가 질서를 지켜나가고, 이는 사회 전체로 물 스미듯 번져나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고양소방서에서 최초로 시작된 소방과학교실을 통해 
119 어린이 체험교실의 프로그램으로써 실험위주의 소방과학교실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불어 소방관련 과학실험으로서 화학이나 물리의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반 
및 청소년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실험분야로서 자연스러운 소방교육 및 홍
보뿐만 아니라 학습과 소방상식을 동시에 직접 체험하는 즐거움(fun)과 놀라움
(surprise)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에 대한 학습과 홍보영역을 개발하여 소방과 과학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이상적인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현함으로서 국내 어린이에 대
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를 경감시키는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코자 한다.

*대표(교신)저자: shhyun@kyungmin.ac.kr

mailto:shhyun@kyung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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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초빙강연 - 3

실험실 안전사고와 대처 요령

송영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광역시 35408

2016년 4월 1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
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연구실 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교수, 학생, 연구원 
등)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함이다. 이 법이 시
행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약 200여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80%가 
대학에서 발생되고 있다.

연구실 사고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된 원인으로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주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원인으로서는 연구실의 안전 환경 
미확보 등 관리적 원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구실 사고의 대처 요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활동 수행 전 연구활동종사자
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하고 안전한 절차 및 방법으로 연
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표(교신)저자: sshae5@naver.com

mailto:ssha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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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심포지움Ⅰ-1

방사선과 안전 이해하기

최윤석*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금년 봄 국내 한 침대회사의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방사선을 내는 라돈이 잠자리인 침대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소비
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그렇잖아도 방사선은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선과 관련된 뉴스는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최대 관심
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제발 방사선 피폭 걱정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매년 병
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방사선을 맞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이
다. 방사선도 아군, 적군으로 편을 나눠야 하나. 이들을 어찌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현명하고 적절
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대표(교신)저자: chys@kans.re.kr

mailto:chys@kan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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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심포지움Ⅰ-2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관련 법령 

정찬규*

인재개발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
질관리법」 등 초·중등 학교의 과학실험실과 관련되는 법령 중 각급 학교에서 반드시 
알고 준수해야 하는 조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그리고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빈번하
게 일어나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들의 발생 원인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처리경과를 살
펴봄으로써, 실험 중 위험요소 숙지를 통해 실험 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이 일상화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응급조
치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매월 실시하는 과학
실험실 안전점검 항목을 꼼꼼하게 안내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대표(교신)저자: jckchem@korea.kr

mailto:jckche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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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심포지움Ⅰ-3

안전하고 효과적인 초등과학 수업에의 예

박일우*

서울교육대학교, 서울특별시 06639

본 발표는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실험 방법의 예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
여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열전도 현상을 학습하는 실험과 전기 사용에서의 전기 안
전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열전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열하는 과정이 포함된 열전도 실험에서 안
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고온이 수반되는 알코올램프와 알루미늄 접시를 
배제하고, 티라이트 초와 시온스티커를 붙인 평평한 구리판을 사용하였다. 과학교육 
전문가 집단인 현장교사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알코올램프로 알루미늄 접시 위
에 떨어뜨린 촛농을 가열하는 교과서 실험과 비교하여 티라이트 초로 시온 스티커를 
붙인 구리판을 가열하며 색이 바뀌는 것을 관찰하는 개선된 실험이 간편성, 안전성, 

재활용성 등에서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1].

둘째, 초등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전기안전 관련 내용은 감전의 위험 때문에 주로 
과학이야기 등과 같은 읽기 자료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많은 초등 교사들은 역대 교
과서에 도입된 전기안전 내용이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실험활동이 더 효과적이
라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교육 탐구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전기회로에서 전선을 알루미늄 테이프로 대체하고 이 알루미늄 테이프의 표면에 열변
색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 회로를 단락시키면 과전류가 흐르게 되어 알루미늄 테이
프의 온도가 상승하고 열변색스티커의 색이 바뀌게 된다. 이 현상을 이용하여 전선에 
과전류가 흐르면 전선의 온도가 급상승하여 화재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안전하게 체
험할 수 있다. 초등 6학년 학생에게 이 수업을 적용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열변색스티커를 활용한 전기안전교육 탐구프로그램이 교과서에 제시된 전기
안전교육 내용보다 더 쉽고 재미있었다고 응답하였다[2].

초등과학에서 고온을 수반하는 과학 실험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실험의 경우 
수업에 도입되기 이전에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실험에 필요한 온도가 몇 도인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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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화상의 위험이 없는 온도에서 실험으로 대체·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여 앞에서 소개한 두 종류의 실험[1, 2]과 고온을 다루는 다른 실험[3]에서 열화상 카
메라를 사용한 실제 활용 예를 설명할 예정이다.

*대표(교신)저자: iwpark@snue.ac.kr

참고문헌
[1] 이용민과 박일우(2012). 안전하고 효과적인 열전도 실험의 개발 및 초등 과학 수

업에의 적용. 한국초등교육 23(4), pp.125-139.

[2] 양원석과 박일우(2018). 열변색스티커를 활용한 전기안전교육 탐구프로그램 개발 
및 초등과학 수업에의 적용. 현장과학교육 12(2). pp.154-163.

[3] 유세지(2018).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과학 실험 안전 관련 내용 분석 : 

2009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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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심포지움Ⅱ-1

화학지식과 생활안전

양성호*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충청북도 28173

의미분석법을 통하여 고등학생들의 화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화학은 ‘특별
한’, ‘가치로운’, ‘진보하는’, ‘새로운’ 등의 긍정적 인식과 ‘오염시키는’, ‘유해한’, ‘악
취가 나는’, ‘걱정이 되는’, ‘위험한’, ‘인공적인’ 등의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긍정적인 인식은 화학뿐만이 아닌 과학 전반에 걸친 인식으로 수업과 교과서
를 통해서 형성되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됨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생활안전, 환경, 건강 등과 관련된 주제와 연결되어 반복
적으로 학습되므로 그 인식을 강화한다. 화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역설
적이게도 화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건강, 안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높은 수준의 화학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화학 개념과 물질에 
대한 이해는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이 강
의를 통하여 가습기 살균제, 구미 불산 유출, 비스페놀 젖병 등 최근의 사건을 재조
명하고, 화학적 지식이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대표(교신)저자: sunghoyang@knue.ac.kr

mailto:sunghoyang@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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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심포지움Ⅱ-2

산소의 두 얼굴

박동선*

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육과, 충청북도 28173

산소는 흔히 순수함과 선함, 유익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산소는 5분만 차단되
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
소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활성 산소에 의해 세포막과 세포 내에 있는 유전
자가 공격당해 노화나 질병 등이 유발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산소는 많을수록 
좋고, 활성 산소는 적을수록 좋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
소가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며, 활성 산소가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다. 즉, 고농도
의 산소는 화재 발생 확률이 높고, 장시간 노출되면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
다. 반면, 활성 산소는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병원균을 공격하는 역할
도 하며,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이와 같이 산소 및 활성 산소
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교신)저자: dvmdpark@knue.ac.kr

mailto:dvmdpark@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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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포지움Ⅱ-3

재난안전과 위기관리능력

문윤섭*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 태풍, 국지적 집중호우(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폭설, 황
사, 폭염, 낙뢰 등으로 학교현장의 시설 및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학내외 다중
교육시설 증가로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 증대, 국내외 인적 자원교류 확대로 감염병, 

식중독, 환경오염 등 학생건강과 안전성 위협요인 증가, 정보통신 산업 발전으로 사이
버테러, 개인정보유출, 금융피싱 사기, 금융전산망 마비 등 사이버 재난 증대 예상, 

북한의 사이버테러 우려, 학생의 안전인식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 상존, 학생들의 교
내외 행사 참가시(현장실습, 견학, MT, 문화체험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 등이 상존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상기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인지능력과 관련 사고의 대처요령 및 심리치료 등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필
요가 있다. 본 강연의 목적은 학교 및 학습 현장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생활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대응이나 주의보⋅경
보 등에 따른 올바른 행동 요령, 위기 감시 및 대응 체계, 재난 심리 등을 익혀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다. 주요 
강연 내용은 자연재난(태풍, 홍수, 산사태, 황사, 낙뢰 등), 인적재난(화재, 교통사고, 

화생방, 환경오염(미세먼지) 등), 사회적 재난(정전, (사이버)테러, 전염병 등), 생활안
전사고(식중독, 물놀이, 야외활동, 피싱, 실험실 기기, 산행, 스포츠, 낙뢰, 학교시설, 

유독성 물질 등) 중 낙뢰와 미세먼지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재난 
안전 심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교신)저자: ysmoon@knue.ac.kr

mailto:ysmoon@knue.ac.kr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삶과 과학실험을 위한 방안 모색」

  2018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신진연구자

인지적 자원 기반 반응적 교수법이 고등학생의 인식론적 프레이밍

과 논변에 미치는 영향

            홍준희 (교원대)

학습조력자 경험이 예비교사들의 교수실습에서 교수실천에 미치는 

영향        강호군 (교원대)

환경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과 인식론적 관점에 대한 연구

            서은정 (광주고)

과학과 교육과정 중 지구과학 영역의

과학적 소양 요소 분석

            조미선 (교원대)



- 28 -

11 신진연구자 - 1

인지적 자원 기반 반응적 교수법이
고등학생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논변에 미치는 영향

홍준희1, 김중복2*

1보정고등학교, 용인시 16903
2한국교원대학교, 청주시 28173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반응적 교
수법이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논변 활동 그리고 추론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정전기’를 주제로 16차시 인지적 자원 기반 반응적 교수법을 수행하였
다. 수업에서 교사는 시작과제를 제시한 후 그룹원들끼리 논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을 하도록 하였다. 교사는 논변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에 주목하고 
학생들의 개념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과제(또는 상황)들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인지적 자원 기반 반응적 교수법은 첫째, 학생들이 ‘교실 게임’ 프
레이밍에서 ‘현상 이해’ 프레이밍으로 전환시켰고 둘째, 학생들이 ‘수용적 논의’에서 
서로의 주장을 비평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대화적 논변’으로 변화되도록 하였
으며 셋째, 학생들이 과학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mailto: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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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진연구자 - 2

학습조력자 경험이 예비교사들의 교수실습에서 교수실천에 미치는 영향

강호군,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물리교육과, 청주시 28173, 대한민국

  학습조력자 프로그램 통해 대학수준 물리내용의 조력을 경험하여 본 학습조력자가 
이 경험을 실제 중고교 수업 상황에서 잘 적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학습조력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교사 10명과 학습조력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예비교사 10명의 교육실습에서 나타나는 교수행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교수차원 
관찰 프로토콜(Teaching Dimensions Observation Protocol: TDOP)을 사용하여 이들의 
수업 동영상에 나타난 교수행동의 유형을 비교분석하였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두 그룹의 교수실천을 구성하는 교수행동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비율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학생중심 교수행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네트
워크 분석결과 비교집단은 교수실천에서 교육학적 전략차원에 포함되는 교수행동이 
허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 조력자 프로그램의 경험이 교육
실습 수업에서 예비교사들의 교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mailto: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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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진연구자 - 3

환경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과 인식론적 관점에 대한 연구

서은정*

경기 광주고등학교

이 연구는 중등학교 환경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핵심역량에 대한 
철학적 기저를 마련하고자 환경과 교육과정 관점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먼
저, 중등학교 환경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및 핵심역
량과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핵심역량 초안을 구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환경 
역량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연구가, 환경과 교육과정 전문가, 현
장 환경 교육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Delphi method)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헌 또는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규명된 핵심역량에 대해 환경과 
교육과정의 관점을 탐색하고자 먼저, 환경교육 및 교육과정 관점과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사회비판주의적 관점을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재조
명하였다. 그 다음 골프장 건설 사례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각 관점에 대한 핵심역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확정된 중등학교 환경과 교
육과정 핵심역량은 ‘사고 지향적 영역’, ‘인성 지향적 영역’, ‘관계 지향적 영역’의 3개 
영역에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율성’, ‘성찰력’(항목으로 ‘자아
성찰’과 ‘성찰적 사고’ 포함), ‘환경감수성’,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의 핵심역량
이 선정되었다. 둘째, 핵심역량에 대한 환경과 교육과정 관점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
등학생들은 해석주의 또는 사회비판주의적 관점이 담긴 사례가 실증주의적 관점이 담
긴 사례보다 자신의 평소 관점과 유사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사회비판주의적 관점이 
담긴 사례를 학습한 학생들은 실증주의 또는 해석주의적 관점이 담긴 사례를 학습한 
학생들보다 자신의 핵심역량을 약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교신)저자: tjdmswjd@hanmail.net

mailto:tjdmswj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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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진연구자 - 4

과학과 교육과정 중 지구과학 영역의
과학적 소양 요소 분석:

미국 AAAS의 과학적 소양의 기준과 비교하여

조미선*

한국교원대학교 통합과학교육과, 충청북도 청주시 28173

본 연구는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지구과학 영역의 과학적 소양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
되었다. 연구 대상 자료는 과학적 소양이 교육 목표에 제시되어 있는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과학 교과 중 지구과학 영역의 내용이다. 과학과 교육과정 
중 지구과학 영역의 과학적 소양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AAAS의 과학적 소양의 기준
(Benchmarks for Science LIteracy: 이하 BSL)(AAAS, 1993)을 본성, 지식, 도구, 습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반영 비율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
구과학 영역은 지식과 도구의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 내용에
서 서술어의 형태에 따라 습관 영역의 반영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 또, 수학이나 인간사
회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과학
적 소양의 의미에 대한 요소를 찾아낸 후에 과학적 소양이라는 개념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STS 요소에 초점을 맞춰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영역 내용을 분석
하였다. 과학적 소양에서 STS와 관련되는 요소로 개인 관련성, 의사결정, 통합적 이해
로 설정하였고,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영역에서 개인 관련성
과 통합적 이해의 내용은 살펴볼 수 있었으나 의사결정의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AAAS의 BSL과 과학적 소양의 요소 중 STS를 이용하여 과학
과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영역 내용에서 과학적 소양을 알아본 연구로 차후 지구과학 영
역 외에 물리, 화학, 생물 과목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존의 학문 영역을 벗어나 통합 과학에서의 과학적 소양을 알아보기를 제안한다.

*대표저자: bundggi@naver.com

mailto:bundg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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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두발표 - 1

과학교육에서 Python을 이용한
기호연산, 시각화, 그리고 확률적 시뮬레이션의 활용방안

이준행, 지영래, 채승철*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서울특별시 08826

중ㆍ고등학교 과학교육에서 컴퓨터의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STEM 

및 컴퓨터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시작 단계
의 일환으로 과학교사와 예비 과학교사들이 과학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관련 학습사례를 제시한다. Python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도 가
장 배우기 쉬운 언어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과학교사나 예비교사들도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오픈소스로 중ㆍ고등학교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Python의 여러 패키지 중 Sympy, IPython 등을 활용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
호연산을 수행하거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어 과학 학습에서 활
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발표에서는 과학 학습에 유용한 Python의 기능들을 소개
하고 이를 활용한 몇 가지 과학 학습의 사례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기본적인 Python 

설치와 Numpy, Scipy, Matplolib 패키지 설치 및 활용 등을 발표하고 기호연산 방법과 
교수학습자료 구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한다.

*대표(교신)저자: scchae@snu.ac.kr

mailto:sccha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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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두발표 - 2

위성자료를 활용한 과학 영재 대상 R&E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경애1*, 장재철2

1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2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R&E (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
학 연구 경험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창의
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Landsat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이용분류 및 해수면온도를 산출하는 
과정을 교육용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R&E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연구지역은 경기
만을 포함한 시흥시 주변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지표이용분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1988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간 Landsat 인공위성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분지수
(NDWI), 보정수분지수(MNDWI), 식생지수(NDVI), 산림경작지수(FCI) 4개의 지표 분
류 지수를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흥시 주변 영역의 지표이용분류 변화를 분
석하였다. 경기만 해역의 고해상도 해수면 온도 자료를 산출하고 시공간적 분포를 이
해하기 위해 2013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총 9장의 Landsat 8 

OLI/TIRS 인공위성 자료를 수집하였고, 다중 채널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여 계절에 따
른 해수면온도의 시공간적 분포를 이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인공위성 자료를 기
반으로 한 R&E 프로그램의 교육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표(교신)저자: kapark@snu.ac.kr

mailto:kapar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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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두발표 - 3

디지털 탐구도구의 어포던스

손미현1, 정대홍1*

1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서울특별시 관악로 1

과학 탐구에서 도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탐구도구 
역시 변하고 있다. 과학탐구 수업에 새롭게 도입된 IoT 기반의 탐구도구와 출력된 데
이터는 과학 탐구의 목적에 도달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Kirschner와 
Kreijns(2004)의 관점에서 디지털 탐구도구의 교육적 어포던스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 참여한 학생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중학교 2,3 학년 학생 8명으로 교실 공기의 
질에 대한 동아리 탐구 활동을 하였다. 탐구활동이 이루어지는 4개월 동안 참여관찰
과 회고적 면담을 녹음 전사하여 교육적 어포던스의 관점에서 코딩하고 상위범주로 
묶은 후 원자료와 비교하는 지속적 비교연구법으로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소감문, 탐
구일지, 탐구보고서는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탐구도구의 교육적 어
포던스는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실생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디지털 탐구도구가 복합센서이므로, 데이터가 다양하여 귀
추법적 가설을 이끌어내는 어포던스로 작용한다. 셋째, 디지털 탐구도구 자체가 가진 
기기의 특징과 제한점 때문에 탐구 방법 설계를 구체화하고 제한한다. 넷째 실시간으
로 데이터가 측정되므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여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필요하므로 이를 함양시킨다. 디지털 탐구도구를 이용한 과학탐구활동이 활성
화 되기 위해서는 과학실 환경 및 제반 사항, 소프트웨어 교육, 안내된 학습자료 등 
다양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교신)저자: jeongdh@snu.ac.kr

mailto:jeongd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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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두발표 - 4

문제인식과정을 강조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 개발:

움직이는 장치 만들기

이경택*

한국교원대학교

캡스톤 디자인(Capston Design)이란 공학계열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
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
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
비기술교사를 위해 이와 같은 캡스톤 디자인을 적용한 공학설계 수업을 개발하였다. 

공과대학의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전체적인 수업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론 수업
에서 배운 기계요소에 관한 지식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움직이는 장치 만들기를 과
제로 제시하였다. 만들기 과제를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
을 강조하였으며, 공동으로 문제해결활동을 하도록 4 혹은 5명을 한 조로 편성하고 
레이저가공기, 3D 프린터 등 최근 학교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장비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정밀한 설계를 하도록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였다. 캡스톤 디자인에
서 요구하는 과제신청서, 실행계획서, 회의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최종발
표회를 가졌다. 전체적인 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표를 사용하여 조별 
평가를 하였고 동료평가로 개인별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제작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식 및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공학설계의 전체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실제적 적
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대표(교신)저자: ktlee@knue.ac.kr

mailto:ktlee@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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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두발표 - 5

고등학교 생명과학 Ⅰ 교과서에 제시된
‘식물 군집 조사법’ 분석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제안

이은혜1, 김재근1,2*

1신반포중학교, 서울특별시 06504
2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서울특별시 08826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 
군집 조사법을 분석하여 오류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생명과학I 교과서 5종 중 4종이 식물 군집 조사법으로 방형구법을 다
루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가 실제 식물 군집 조사에 사용되는 방형구법을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형구법을 상세히 수록한 3종에서
는 방법상의 오류 또는 삽화에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방법과 관련해서는 조사 횟수, 

빈도 계산, 피도계급의 사용에 대한 오류가 있었으며 삽화는 지나치게 간단명료하게 
표현되어 오개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형구 조사의 
반복실시의 의무성 및 해당 결과를 이용한 빈도 계산을 반드시 언급하고, 합산과 평
균을 계산할 수 없는 피도 계급 대신 백분율로 피도를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삽화는 실제 조사 장면을 사진으로 대체하거나, 보다 현실감 있는 삽화를 제시할 것
을 제안한다.

*대표(교신)저자: jaegkim@snu.ac.kr

mailto:jaegkim@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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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두발표 - 6

과학영재는 윤리적으로 연구하는가?

이지원*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이 R&E 등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윤리를 위반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한일 비교를 수행한 선행연구(Lee et al., 2016)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 위반을 경험하
였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일본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나라별로 과학영재 학생들의 연구윤리 위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왜 한국의 영
재들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비율이 높은지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표(교신)저자: jiwonlee@knue.ac.kr

mailto:jiwonlee@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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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워크숍 Ⅰ-1

물질의 순환 주사위 놀이

서윤희*

한성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120-080

지구 시스템의 상호 작용은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교수-학습 활동과 과정 중심평가를 지향함에도 불구
하고, ‘물질의 순환’ 부분은 교과서에 학습 내용만 나열되어 있어 활동을 구성하기 쉽
지 않다. 따라서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교과서에 따라 질소의 순환)을 학생들이 직
접 물질이 되어 저장소(지구에 분포하는 곳)를 이동하는 주사위 놀이를 소개하려 한
다. 학생들은 주사위를 굴려 여러 저장소를 이동하는 가상 체험을 통해 물질의 순환
과 에너지의 흐름을 포함한 지구계의 상호작용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대표(교신)저자: seo4004@sen.go.kr

mailto:seo4004@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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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워크숍 Ⅰ-2

인체 학습 키트를 활용한 개별맞춤형 학습과 과정중심평가

김은경*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동

이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생명과학(동물과 에너지, 자극과 반응) 영역
에 해당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배움을 불러일으킬 교육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했다. 제작한 자료는 중학교 2학년 생명과학 영역의 총 41차시 수
업 중 33차시(약 80.5 %)를 위한 인체 학습 kit(보드게임, 지식카드, QR-code 카드, 짝
카드, 영어 카드), 학생활동집(배움노트), 과정중심평가 자료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 이해를 위한 도구(인체 학습 Kit와 학생활동집)를 통해 완전
학습에 도달이 가능하고, 개념을 유기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둘
째, 지식카드, QR-code, 영어 카드를 활용해 학습자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무기력한 학생을 줄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셋째, ‘인체 학습 kit’와 같은 게임이나 모형 활용 수업이 단순히 흥미 유발 
및 개념 학습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수업과 일체화된 지속적인 과정중심평가가 이
뤄지도록 연계되어 학생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었다.

*대표(교신)저자: ekkim1234@snu.ac.kr

mailto:ekkim1234@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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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워크숍 Ⅰ-3

적외선을 이용한 과학탐구자료 개발 적용

서원호*

북내초등학교운암분교장, 여주시 12614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수업에서 이론상 접하게 되면 교사와 학생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시광선처럼 스펙트럼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적외선을 이해할 수 있는 간접적인 키트인 ‘적외선 선풍기’를 활용하
여 적외선의 특징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 리모컨 부분에 해당되는 
송신기제작과 수신기 제작을 통해서 생활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적외선 장치들의 
활용도와 안전성을 확인해 본다. 또한 확장된 개념인 빛, 파장, 진동수, 에너지 흐름
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미래에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적외선 장치들을 학교에
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창의성과 과학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대표(교신)저자: mydus05@hanmail.net

mailto:mydus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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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워크숍 Ⅱ-1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과학 수업 사례 소개

진연자*

신곡중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비주얼 씽킹은 수업 내용, 사고 과정 및 결과를 시각화 ․ 이미지화하여 학습의 효과
를 높이는 수업 방법이자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주얼 
씽킹이 중학교 과학 수업에 활용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비주얼 씽킹이 
과학 학습을 하는데, 과학의 성취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연구 기간은 2017학년도 연계자유학기-자유학기 중학교 1학년 약 150명, 

2018학년도 중학교 3학년 약 150명이다. 지권의 구성과 순환 단원에서 광물과 암석 
탐구 학습과의 연계,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는 원소-광물-암석 소개 자료 제작하기 프
로젝트 학습에 적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부분까지 
연계해보았다. 추가로 스크래치판 활용, 탄생석 액자 만들기 등 미술적인 요소를 가미
한 활동도 소개하였다. 힘과 운동 단원에서는 힘 글쓰기, 동계스포츠 속 힘과 운동 
프로젝트 활동에 비주얼 씽킹을 적용하여 생활기록부 기록까지 연계해보았다. 더불어 
학기 초 과학실험실 안전교육, 지진 안전교육 등 실생활 교육과 연계한 사례도 포함
되었다. 연구 결과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
력이 신장되었으며,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이었다. 또한 수업과 
학습자들의 사고 과정이 비주얼 씽킹에 잘 반영되어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비주얼 씽킹, 지원의 구성과 순환, 광물, 암석, 힘과 운동, 실험실 안전교
육,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대표(교신)저자: fieldjjin@naver.com

mailto:fieldj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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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워크숍 Ⅱ-2

페이퍼 서킷을 활용한 LED 별자리 만들기

오병현*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135번길

위 활동은 천체 별자리를 익히기 위한 활동이다. 자유학기제나 동아리 활동, 지필
고사 이후에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구성 되어있다. 

수업 진행은 3차시로 이루어져 있다. 1차시는 스텔라리움으로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는 수업이다. 이2차시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을 분석하여 표현된 별자리
를 찾는 활동과 그림을 그려본다. 3차시는 페이퍼 서킷을 활용해 그려진 그림 위에 
별자리 회로를 만든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융합 수업이다.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력(과학), 융합능력(미술)의 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표(교신)저자: obhg001@korea.kr

mailto:obhg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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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워크숍 Ⅱ-3

백탄(숯)을 이용한 건전지 만들기와
산화-환원 반응과 STEAM 교육에서의 활용방안

정오남*

경안고등학교, 경기도 안산시

오늘날 2차 전지의 중요성은 무선 전자기기의 소비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2차 전지를 만들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교육과정에 없는 부
분이며 매우 위험한 실험 주제이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아니라 1차 전지를 학습하는 것
은 가능하다. 2009개정 고2 화학 I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중단원에 소개되어 있으며 보
통의 학습자들은 산화-환원 반응을 체감적으로 어려운 교육내용이라고 여긴다.

  만약 백탄(숯)을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과 전기화학의 접근을 통한 다양한 실험
탐구활동을 실시한다면 학습동기부여뿐 아니라 학습자에게 창의적 사고 활동과 유익
한 탐구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STEAM 교육 또
는 영재교육에 활동할 수 있는 학습 주제로 활용될 있다.

가. 연구문제
  1) 백탄을 활용한 실험탐구활동은 학습자에게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학습동기를 

부여하는가?

  2) 백탄을 활용한 실험탐구활동은 어떠한 활동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과학적 
태도와 과학적 창의성에 도움을 주는가?

  3) 백탄을 활용한 실험탐구활동에서 STEAM 교육과 영재교육에서 적용하기 위한 
탐구과제는 무엇인가?

나. 연구방법
  1) 알루미늄 캔과 백탄을 이용한 전류, 전압의 측정과 전기회로를 구성한 스마트

폰 충전회로 구현하기
  2) 알루미늄에서 산화가 일어날 때 전해액(소금물)의 pH 농도의 변화
  3) 알루미늄 포일과 백탄으로 건전지 만들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탐구방법 적

용하기

*대표(교신)저자: 31709182@daum.net

mailto:317091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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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E – 1

차량 이동에 따른 HPAI(고병원성조류독감) 감염 위험도 분석

문재원, 서유진, 한승수, 임종렬, 서종현

한국과학영재학교, 471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47

Jaewon Moon, Eugene Seo, Seung-Su Han, Jongryul Lim*, Jonghyeon 

Seo*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105-47, Baeqyanggwanmun-ro, Busanjin-gu, Busan 47162 Rep.of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의 기록을 통해 고병원성조류독감 감염 위
험도를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고 실제 차량 방문 데이터를 적용시켜 조류독감의 확산
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 이후 의뢰인에게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위험
도의 변화 추세를 시각화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우리의 고병
원성조류독감 확산 모델은 차량이 어느 농장을 방문할 때 농장과 차량의 위험도가 증
가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농장 또는 차량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았는지에 따라 증가하
는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도 발병이 되지 않았다면 감염 위험
도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시간 경과에 따른 위험도 감소요인도 고려하였다. 이
러한 방식으로 차량 방문 기록을 차례로 읽어가며 각 농장과 차량의 위험도를 업데이
트 해줌과 동시에 시각(時刻)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험도를 조금씩 감소시킨다. 이 과
정에서 차량 방문 기록이 너무 많아 메모리 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연구했다. 대표적으로 농장 들을 가까운 지역끼리 묶는 
clustering, 높은 사양의 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AWS등을 시도해 보았다. 시각화의 경
우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3D맵, 그리고 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주제어 : 고병원성조류독감, 확산 모델, 군집화,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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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R&E – 2

Spirulina를 이용한 chlorin e6 합성 및
부생성물 purpurin 18의 생성 메커니즘

조미연, 오현석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03066

Mi Yeon Cho, Hyeon Seok Oh*

Seoul Science High School, Seoul 03066, Korea

광역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에서 빛을 받아 암세포를 파괴할 활성산소
를 발생시키는 데 사용되는 광민감제 중 하나인 chlorin e6를 천연물인 spirulina 속의 
chlorophyll a를 추출해서 합성했다. 합성을 완료한 후 생성물을 TLC와 흡광도로 분석
해본 결과 chlorin e6 뿐만 아니라 purpurin 18도 같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purpurin 18이 chlorin e6 합성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생성되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위의 chlorin e6 합성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계별로 반응 중간체들을 
TLC 와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부생성물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았
다. 또한 chlorin e6와 purpurin 18의 분자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purpurin 18 생성 메커
니즘을 유추했다. 그 결과, 염 형태의 chlorin e6에 산을 가해 산 형태의 chlorin e6를 
만들 때 purpurin 18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chlorin e6와 purpurin 18의 분자
구조를 비교해본 결과, chlorin e6의 카복실산 하나에서 가 decarboxylation을 통해 제
거되고, 해당 부분 말단 탄소가 chlorin e6가 빛을 받아서 생긴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
되면서 purpurin 18이 생성된다고 유추했다.

주제어 : Chlorin e6, Purpurin 18, 활성산소, 반응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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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R&E – 3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감수분열에 대한 고찰

윤성준, 장정임

강서고등학교, 서울특별시 07958

Seong Jun Yun, Jung Im Jang*

Gangseo High School, Seoul 07958, Korea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감수분열을 하면서 아버지에게서 염색체의 절반을, 어머니
에게서 염색체의 절반을 물려받는다. 따라서 자손으로 나오는 개체는 부모와는 다른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서도 일부 특징을 물려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성생식의 장점
은 종의 다양성과 그것으로 얻는 적응력과 생존력이라고 한다. 생물의 돌연변이는 좀
더 우월한 개체를 만들기 위한 반복된 실험이라 생각이 되어 이를 이미 알고 있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고자 했다.

 연구방법으로 염색체 교차점 블록 크기, 변이 확률, 염색체 수 등의 변수를 정의
하고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부, 모의 변수를 만들고 유전알고리즘 프로그램 통해 변
이 확률을 0.5%, 1%, 1.5%, 2%, 2.5%, 3%로 측정해 보았다.

우월유전자 보존 없이 돌연변이 확률이 1%일 때는 140번 세대 정도에서 개체들이 
문제를 극복했다. 돌연변이 확률이 더 낮아지면 이보다 더 많은 세대에 걸쳐야 문제
가 풀리며, 심지어는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우월유전자 보존 없이 돌연변이 확률
이 2%일 때에는 90번 세대 이전에 문제를 극복하기도 했으며, 평균적으로 100∼120

번 세대에 문제를 극복해냈다. 

우월유전자를 5개 보존했을 때에도 이렇게 문제를 극복 하는 것이 빨라지는 모습
을 보였다. 우월유전자 보존 없이 돌연변이 확률이 2.5%이상이 되면 문제가 안 풀리
거나 매우 늦게 풀렸다.

우월유전자 보존이 10개 이상이 넘어가도 이런 양상을 보였다.

감수분열을 통해 변이확률과 보존되는 우월유전자의 비율이 적정선에 있어야 긍정
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본 탐구를 통해 돌연변이 확률이 너무 높으면 진화를 저
해하고, 너무 낮으면 진화가 제자리걸음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제어 : 유성생식, 감수분열, 돌연변이, 유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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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R&E – 4

사초음파의 정상파를 통한 물질 부양 역치값에 대한 연구

김준영, 안재준, 김성준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63

Joon Young Kim, Jae Jun An, Sung Jun Kim*

Seoul Science High School, 63 Hyehwa-ro, Jongno-gu, Seoul Korea

요즘 광소자와 같은 부품들을 접촉 없이 운송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초음파의 정상
파를 이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사전 연구 결과, 여
러 논문들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조정시키는 방법들만 나와 있을 뿐, 

이러한 운송에서 물체가 충격에 얼마나 견디는 지에 대한 안정성과 관련된 연구는 진
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선, 초음파
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초음파 발생기를 구하였고, 반사판을 구한 뒤, 이것의 높이를 
천천히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여 초음파 정상파 발생 장치를 구현하였다. 다
음 고무망치를 일정 높이에서 떨어트려 일정한 충격을 가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분석
하였다. 이 물체를 두께는 일정하게 하여 물체의 면적을 달리하는 실험과 정상파의 
마디 개수를 달리하는 2가지의 실험을 설계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한 정상파의 형성 
여부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음 
물체를 핀셋으로 정상파의 가운데에 부상시킨 뒤, 고무망치로 여러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여 이 물체를 관찰하였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Tracker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충격량을 계산하여 오차 범위 내의 물체가 떨어지는 역치 충격량을 구하였다. 

충격이 가해지면 물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동을 하였고, 충격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월등히 큰 진폭으로 진동을 하였다. 물체의 면적이 커질수록 충격량의 역치가 작아짐
을 확인하였고, 마디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충격량의 역치가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초음파, 정상파, 공중부양, 충격,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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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E – 5

Silica-Gel 사용상의 안전성 탐구 및 개선 방향 연구

박진우, 윤태영

숭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04126

Jin Woo Park, Tae Young Yoon*

SoongMoon High School, Seoul 04126, Korea

본 연구는 어린 아이가 Silica-Gel을 먹어보다가 입속에 상해를 입는 것을 목격한 
후,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Silica-Gel이 정말 인체에 무해한 것일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Silica-Gel의 기본 흡습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Silica-Gel의 
흡착력과 발열 성질이 인체에 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실험적으로 재현해 
보면서, Silica-Gel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사용상
의 안전성을 탐구해 보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Silica-Gel의 흡습과정에서의 
외형변화, 반응열 등의 기본 특성을 탐구한 후 Silica-Gel의 양, 함수율에 따른 반응열 
추이와 인체 조직온도(36.5°C)에서의 최대 반응열을 확인하였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실리카겔의 양이나 수분의 양보다는 실리카겔의 함수율(0%  ~ 20%)이 낮을수록 흡착
력이 강하고, 함수율이 20%에 가까울수록 반응열이 최대이며, 수분의 온도가 높을수
록 반응열의 온도도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2차에서는 인
체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성 유무를 탐구하였다. 소의 내장으로 제작한 식도모형을 이
용하여, Silica-Gel의 흡착성에 따른 조직의 상태변화, 36.5°C의 신체조직에서 반응열
에 의한 신체조직의 응고 및 화상 여부, Silica-Gel에 접촉한 구강상피세포의 Cell 

Viability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Silica-Gel은 흡습과정에서 강한 흡착성과 반응열
이 발생하여, 인체조직에 충분히 유해하다. 이를 바탕으로 Silica-Gel의 안전한 사용 
조치사항을 제시 한다. Silica-Gel을 파편화 시키는 물보다는 얼음이나 차가운 거즈로 
반응열을 낮추고, 반응 속도와 흡착을 약화시키면 안전하게 제거 할 수 있다.

 

주제어 :  Silica-Gel, 실리카겔, 흡습, 흡착, 반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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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E – 6

말매미 날개 운동 분석 및 실물 시뮬레이터 제작

엄태준, 김성헌, 윤기상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265

Tae Joon Um, Sung Heon Kim, Ki Sang Yoon*

Sejong Academy of Science and Arts, Sejong Dalbit 265, Korea

본 연구는 말매미의 날개 운동 분석을 목적으로 갖는다. 매미는 비행 시 앞날개와 
뒷날개의 독특한 결합 구조를 가진다. 여러 종의 매미 몸통과 날개 면적을 측정해 날
개 구조와 각 면적이 갖는 경향성을 확인하고, 말매미 날갯짓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
다. 몸통과 날개 면적을 분석하는 데에는 매미의 상공 사진과 ImageJ 프로그램이 사
용되었고, 날갯짓 분석에는 초고속 영상촬영이 사용되었다. 종 분화로 인해 다양한 크
기와 체형을 갖게 된 28종의 매미를 분석한 결과 날개와 몸통의 면적 사이의 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 매미 중 특히 크고 유색인 날개를 갖고 있어 관찰이 
용이한 말매미 날갯짓 분석을 통해 날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했으며 몸체와 날개 사
이의 각도에 따라 날개가 휘어지는 정도를 측정해 매미 날개의 운동 메커니즘을 파악
했다. 매미 날개는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강도가 변화하여 비행 시 공기를 아랫방향
으로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이륙 시 날개는 약 33Hz로 진
동하며 몸과 날개 사이의 각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말매미 날개 구조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날개 운동의 특징을 알아내 수학적 함수로 표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적으로 말매미 날갯짓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해 
실제 매미 날개와의 유사성을 검증했다.

 

주제어 : 말매미, 날갯짓, 생체모방, 소형 비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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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E – 7

hBayesDM을 이용한 인지 모델링
-BART 모델 개발 및 Shiny GUI 개발-

이아영, 이지윤, 오정빈, 장준하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혜화로 63

Ayoung Lee, Jiyoon Lee, Jeongbin Oh, Junha Jang

Seoul Science High School, Seoul 03066, Korea

최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 결정 과정의 인지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모델 중 
BART(Balloon Analogue Risk Task) 실험에서 만들어진 모델인 BART 4-parameter 모
델의 인지 모델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모델에서도 인지 모델링을 쉽게, 시각
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개발하였다. 특정한 확률분포에 
수렴하는 난수들을 추출하는 방법(Markov Chain Monte Carlo Method, MCMC)으로 데
이터를 설명하는 최적의 파라미터 분포를 찾아내는 것이 모델링의 목표이다. 모델을 
코딩으로 구현할 때 R과 stan을 사용했다.  stan 코딩에는 모델의 수학적인 코딩을 할 
때 주로 사용했으며, 모델링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의 값을 변화시키는 과
정을 담았다. R 코딩은 실험의 데이터를 불러와 stan으로 코딩된 모델에 fitting 해주
고 모델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파라미터 값들을 전달받고, 그 분포를 그래프로 
plotting 하였다. 데이터 파일, stan 파일, R 파일과 각종 계산, plotting에 필요한 모든 
함수 파일들은 베이즈 추론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실험을 분석하는 hBayesDM 

package에 포함시켰다. 이후 hBayesDM package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실험의 모델
에 대해서도 최적의 파라미터 분포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Shiny를 이용하여 
GUI를 개발하였다.

 

주제어 : 인지 모델링, BART, hBayesDM, Stan, R, Shiny,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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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E – 8

화물차 후방 Underride Grard 형상에 따른 강성비교

양동욱, 정승호, 김진우

한성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03732

Dong Wook Yang, Seung Ho Jung, Jin Woo Kim*

Hansung Science High School, Seoul 03732, Korea

현재 화물차 적재함 아래 장착되는 underride guard들은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다른 형상은 고안되지 않았다. IIHS 실차 충돌테스트와 실제 
사고 사례들은 많은 underride guard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에 큰 위
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생산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bar 단면의 형태, 두 vertical support 사이의 간격, vertical support와 additional support 

사이의 결합각까지 총 3가지 구조에 변화를 주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부트럭터미널
에서 50대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화물차들의 guard는 직사
각형 단면의 bar, 전폭의 1/2 간격의 vertical support, 45°내외의 additional support로 구
성되어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각 underride guard에 대하여 50% 충돌 실험과 25% 충
돌 실험을 3번씩 반복하였다. 위에서 말한 3가지 구조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bar의 단면이 정삼각형일 때, 두 vertical support의 간격이 넓을 때, vertical support와 
additional support 사이의 결합각이 60°일 때 변형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최적의 결과를 보였던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새로운 underride 

guard를 제안하였고, 기존 모델과 비교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전보다 변형이 확연히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underride guard를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형상으로 대체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제어 : 화물차 uncerride guard, 승용차, bar 단면의 형태, 두 vertical support 사이의 
간격, vertical support와 additional support 사이의 결합각, 인명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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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R&E – 9

유전자 발현 과정 이해를 위한 학습 교구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박진서, 최현주

일산대진고등학교, 경기도 고양시 10367

Jin Seo Park, Hyeon Joo Choi*
Ilsandaejin High School, Goyang 10367, Korea

학습 교구는 학생들의 특정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3

학년 생명과학Ⅱ 교과의 ‘단백질 합성 과정’은 교과서만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
어하지만 적합한 학습교구가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W를 융합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용 학습 교구를 제작하였다. 학습자가 직접 조작해보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리보솜 대/소단위체, mRNA, tRNA,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된 
블록형 교구이다. 블록들은 3D프린터로 제작하여 언제 어디에서는 출력만 하면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오픈소스 기반 DIY식 창의적 학습교구이기도 하다. 또한 NFC 

태그가 내장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단백질 합성 과정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피드백도 
가능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상호 피드백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구현하여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도 적합하다. 적용 전후 설문을 통해 이해도, 학습 흥미 증진 등의 긍정
적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 적용을 하면 멘토링, 토의 등
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학습 교구, 메이커, 학생 참여중심, 유전자 발현, 단백질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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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R&E – 10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테가노그래피의 향상

김재희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6297

Jae Hee Kim

Gyeonggi Science High School, Suwon 16297, Korea

As more advanced and robust cryptography methods are being developed to secure 

our information, steganography, a name derived from the latin words “hidden” and 

“writing”, is all about concealing that such information is even there. These methods 

are widely regarded as key-less procedures, making them vulnerable once the attacker 

determines that steganography was used, making subtlety the fundamental core. While 

there exists many methods, ranging from simple LSB to complicated Elliptic-curve based 

variants, a handful are able to pass through the human senses and automated detection 

systems, and even fewer can pass through rigid stegoanalysis. This study aims to utilize 

genetic algorithm to a variety of steganography methods in order to make the altered 

file indistinguishable from regular background noise. 

 

주제어 : Steganography,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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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R&E – 11

포항지역의 신생대 나뭇잎 화석의 CLAMP를 활용한 고기후 분석

정진기, 남기수

대전과학고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4142

Jin Gi Jung, Kye Soo Nam*

Daejeon Science High School For The Gifted, Daejeon 34142, Korea

고기후 분석은 현재의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예
측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잎 화석 분류를 통한 고기후 분석 
연구는 다수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NLR, LMA 등 정성적이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은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잎 화석의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
하는 다변량 분석 프로그램인 CLAMP를 사용하여 포항 장기층군의 신생대 마이오세 
잎 화석의 데이터를 입력해 마이오세 당시의 포항 장기층군의 고기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마이오세 당시 장기층군의 연평균 기온은 12.058℃, 최난월 평
균기온은 24.622℃, 최한월 평균기온은 0.263℃로, 현재 포항의 기온보다 각각 3℃, 

0.4℃, 1.5℃가량이 낮았다. 연교차 또한 24.885℃로 현재 포항의 연교차보다 0.9℃가
량 낮았다. 강수량의 경우 월평균 67.5cm로, 현재 포항의 월평균 강수량보다 60cm 정
도 낮았다.

 

주제어 : 고기후, 마이오세, CLAMP, 잎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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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R&E – 12

보행 로봇의 소모 전력 절감을 위한 중력 보상 장치의 고안 및 적용

송태규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03304

Tae Gyu Song*

Seoul Science High School, Seoul 03304,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에 의해 보행 로봇의 다리 관절에 가해지는 토크를 중력 보
상장치를 이용해 상쇄시켜 보행 로봇의 보행 전력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탄성체
(스프링, 고무줄)과 기계 구조로 중력에 의한 토크를 최대한 상쇄 하였다. 이를 ‘선택
적 중력 보상 메커니즘’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메커니즘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 로봇의 구조와 보행 형태가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를 
수식적으로 유도하였다. 직접 12관절 4족 보행 로봇을 제작하여 보행 로봇이 일정 거
리를 보행하도록 하였다. 이때 선택적 중력 보상 메커니즘을 장착하였을 때와 장착하
지 않았을 때 전력 소모를 측정하여  직접 제작한 보행 로봇에서 선택적 중력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소모 전력의 약 50~60%를 절감 가능하며, 이 메커니
즘이 완전히 이상적인 중력 보상기의 최대 전력 절감량의 70~80%의 성능을 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후 '선택적 중력 보상 메커니즘'은 수동(passive)형 중력 보상장
치의 일종이기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별도의 제어를 통해 원하는 값의 토크를 낼 수 있는 능동(active)형 중력 보
상장치 또한 고안하였다.

 

주제어 : 토크, 보행로봇, 중력 보상장치, 탄성체, 선택적 중력 보상 메커니즘, 수동형 
중력 보상장치, 능동형 중력 보상장치



- 62 -

39 R&E – 13

흑린의 적층구조 변화에 따른 디렉-반금속 및 양자스핀홀 상태 연구

구도현, 이호준, 최진혁, 김재혁, 도현진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03066

Do Hyeon Gu, Hojun Lee, Jin Hyeok Choi, Jaehyuk Kim, Hyeonjin Doh*

Seoul Science High School, Seoul 03066, Korea

그래핀을 제작하는 간단한 방법이 알려진 이후 그래핀과 같은 2차원 반데르발즈 
물질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핀은 단순한 2차원 물질이 아니라, 물질 내에
서 전자의 분산관계가 질량이 없는 상대론적 입자의 그것과 같아, 매우 높은 전자운
동성을 보여주는 등, 기존의 금속이 보여주지 못하는 독특한 성질을 보여주는 디랙-

준금속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군다나 디랙-준금속은 스핀-궤도 상호작용이 동반 되었
을 경우 위상절연체의 특징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그래핀
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다양한 물질을 찾는 노력이 있었고, 흑린이란 물질이 발견이 
되었다. 흑린은 에너지 띠의 간극을 조절하기 어려운 그래핀과는 달리 에너지 간극을 
조절할 수 있어, 반도체로의 응용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용한 물질로 여겨지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흑린의 다층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간극의 변화와 이러한 흑린
에 스핀-궤도 상호작용이 고려되면 어떠한 위상절연체를 보여주는 지 연구를 하였다. 

연구는 밀접근사 모델을 통해 에너지 구조를 계산하였으며, 모델에 쓰인 매개변수에 
따라 에너지 간극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 흑린, 그래핀, 디랙-준금속, 위상절연체, 반데르발즈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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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R&E – 14

대중교통 승하차 지연 모델링

김범준, 도현진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63

Beomjun Kim, Hyeonjin Doh*
Seoul Science High School, Hyehwa-ro 63, Jongno-gu, Seoul, Korea

버스의 운행 시간은 정류장 사이의 운행 시간과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간의 합으로 결
정된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간은 해당 정류장에서 승차, 하차하는 승객 수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앞 버스와 다음 버스와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정류
장에 대기하는 사람 수의 기댓값이 증가하여 뒷 버스에 승차하는 사람의 수의 기댓값이 
크고, 뒷 버스의 승하차 지연의 기댓값이 큼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뒷 버스의 승하차 
지연이 커지면 이는 앞 버스와 뒷 버스와의 시간 간격을 증가시키므로 많은 경우 승하
차 지연은 앞 버스와 뒷 버스와의 시간 간격에 양성 되먹임을 일으켜 버스들의 배차간
격이 불규칙해진다. 그러면 승차하는 사람 수의 차이로 인해 어떤 버스에는 사람들이 
꽉 차지만 어떤 버스는 텅 빈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점에서 시각표에 따라 대기하다가 출발하는 방법과 시종점에서부터 일부 정류
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버스 운행에서 승하차 지연과 배차간격 
변화에 따른 승차 승객 수 변화를 구현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 두 방법을 적용하여 총 
소요 시간을 계산한 결과, 특정 승객 도착 빈도에서 총 소요 시간이 극솟값을 가지는 종
점 대기시간이 존재하고, 승객 도착 빈도가 클 때 정류장 무정차 통과가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승하차 지연, 배차간격,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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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R&E – 15

결정 성장의 최적 조건 탐구

이가은, 유상은, 권은주

인창고등학교,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로 11922

Ga Eun Lee, Sang Eun Yu,  Eun Ju Kwon*

Inchang High School, Gyeonggi-do 11922, Korea

결정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 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정이 우리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결정의 다양한 활용과 적용을 알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결정 성장의 최적의 탐구 조건을 찾고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아보
기로 했다. 먼저 결정 성장을 위해 씨드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70회 이상의 실험을 
진행 하였고, 그중 각각 결과가 다르게 나온 대표적인 8개의 실험을 선정하였다. 통
제한 변인으로는 실험기간, 온도, 습도, 불순물과 작은 결정의 유무, 포화, 방법 들이 
있고 씨드를 생성하는 최적의 조건은 습도는 낮게 유지시키고, 온도는 일정하게 하되 
온도의 감소로 인한 결정 석출이 아니라 온도로 인한 가열로 결정이 석출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불순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름종이로 거르고, 실험 기구들을 모두 
증류수로 세척 후 살균 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 수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 까지 녹여 사용하는 것 이였다. 이렇게 최적의 조건을 알아 본 
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씨드를 만든 후, 단결정을 성장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단결
정을 성장 할 때는 항온수조의 온도, 온도에 따른 증기의 차단, 수용액의 포화 정도, 

낚시 줄의 살균 정도, 진동 등이 통제 변인이 되었다. 변인을 완벽하게 통제 했을 때 
비로소 단결정을 성장 시킬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설탕으로 다결정 만들기 등의 결정
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제어 : 결정 성장, 씨드, 단결정, 변인, 조건

결정 생성하는 법을 연구하여 결정 성장의 최적의 조건을 탐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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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E – 16

아질산나트륨 함량이 적은 소세지 탐구 및 건강한 소세지 섭취 탐구

이서진, 박효은, 문채주, 권은주*

인창고등학교,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로 11922

Seo Jin Lee , Hyo Eun Park, Chae Joo Moon,  eun ju Kwon*

Inchang High School, Gyeonggi-do 11922, Korea

4년 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
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육류소비량은 일본보다 50%이상 많아졌으며 이에 비례
하여 대표적인 가공육인 소세지의 섭취율도 증가했다. 섭취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량 
섭취에 의한 질병이 발병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해졌으며, 이로 관한 안전성 의혹은 
여러 번 제기되었다. 현재 이 의혹에 대한 의견은 “안전하다.”와 “안전하지 않다.”의 
두 부류로 나뉘며 현재까지 두 의견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두 의견의 대립
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게 되었다. 먼저, 소세지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아질산나트륨이 육류에 적용되는 용도 인체에 대한 유익성
과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를 토대로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소세지 2종을 
각각 삼등분하여 일정한 실험 조건 아래에서 소세지를 물에 우리는 시간을 나누어 아
질산나트륨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결과를 탐구하여, 아질산나트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천연조미료를 선정하여 소세지를 제작
하였고, 이 수제소세지들의 아질산나트륨 함량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게 소세지 섭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였으며, 여러 방안들을 이용
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소세지를 조리한 후, 아질산나트륨의 함량을 측정하여 가장 유
용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소세지, 아질산나트륨, 안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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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E – 17

OTP기술을 응용한 소리 열쇠-자물쇠 개발

이현민, 윤기상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265

Hyun Min Lee, Ki Sang Yoon*

Sejong Academy of Science and Arts, Sejong Dalbit 265, Korea

최근 뉴스를 통하여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해 도어락 비밀
번호를 알아내서 집에 침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구나 
번호만 알면 침입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도어락의 낮은 보안성을 보완하기 위해 
OTP 기술을 도입하였다. OTP를 이용한 암호는 일회성이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소리
를 녹음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그 녹음 파일은 더 이상 유효한 암호
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역대의 주파수를 가지는 소리를 암호로 사용하여 몰래카메라에 대응할 수 있
다. 또한, 소리라는 열쇠의 특수한 형태로 인해 직접 긴 암호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 소리열쇠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분실 시 스마트폰의 잠금 
때문에 습득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본 발명을 통해 기존의 도어락의 단점을 소리
열쇠를 통해 개선한다면 방범 효과가 기존의 도어락에 비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
한다.

주제어 : OTP, 소리, 열쇠, 자물쇠, 아두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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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E – 18

식품에 함유된 산에 의한 알루미늄 포일의 용출

조현준, 김지우, 박은서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03066

Hyun Jun Cho, Jiwoo Kim, Eunseo Park*

Seoul Science High School, Seoul 03066, Korea

알루미늄 이온은  신경독소로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고 의심되어지는 물질이다. 이
런 이유로 EU 등에서는 식품 가공이나 포장의 과정에서 알루미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일상생활에서 식품 포장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알루미늄
과 식품이 접촉되면 식품의 성분에 따라 알루미늄이 용출되어 우리가 섭취하게 될 가
능성이 있다고 경고되어 왔다. 이에 알루미늄이 식품의 어떤 성분에 민감하게 용출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산성 물질에서 알루미늄의 용출 정도를 비교하였다. pH

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완충용액에 알루미늄 호일을 담그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건조
하여 질량 변화를 측정하고, EDTA 적정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호일을 담궜던 용액 
속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동일한 pH에서 온도를 다르게 하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종류의 산성 물질을 녹인 수
용액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pH가 높거나 낮을수록 알루미늄 이온의 
용출량이 많아졌으며, 중성에서 가장 용출량이 적었고, 온도가 높을수록 용출량이 커
졌다. 또한 아스코르브산과 인산에 대하여 용출량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이와 
같은 성분이 많이 포함된 신 과일과 육류, 유제품 류의 식품은 가공 및 포장 시 알루
미늄 포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알루미늄 이온, 용출, pH, 온도, 생활 속 산, 알츠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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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R&E – 19

모트-앤더슨 금속-절연체 상전이 현상에 대한 멀티프랙탈리티 분석

김호중, 백재우, 윤후, 한상현, 이현정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03066

Ho-Joong Kim, Jae-Woo Baek, Hu Yun, Sang-Hyun Han, Hyun-Jung Lee*

Seoul Science High School, Seoul 03066, Korea

페르미 준위 부근에서 발현되는 유사갭 구조와 척도 불변성은  갈륨-비소 반도체 
화합물이나, 고온 초전도체와 같이 강한 전자 상호작용을 갖는 물질에서 빈번히 나타
나는 특징으로, 강자성이나 초전도성과 같은 자발적 대칭성 깨짐(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을 일으키는 양자 상전이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현상이다. 강자성이나 초전도성과 같은 자발적 대칭성 깨짐은 격자의 주기성에 
의해 격자 운동량이 보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앤더
슨 국소화 같은 비정질 물질이 보이는 유사갭 구조와 고온 초전도 물질이 보이는 유
사갭 구조를 동일한 맥락에서 논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방법론
적인 제약에 의한 과거의 추세일 뿐, 최근 이루어진 전산/수치 접근법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비정질 물질이 보이는 앤더슨 국소화 현상이 연루된 강자성/초전도성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띠게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맞춰 본 연구진은 앤더슨 국소화 현
상과 강상관 양자 임계 현상의 상관관계를 멀티프랙탈리티 해석법의 맥락에서 논하고
자 한다.

주제어 : 앤더슨 국소화 현상, 금속-절연체 상전이 현상, 멀티프랙탈리티, 양자 임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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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R&E – 20

수형도 탐구

박의찬, 전송민, 김서령

군서고등학교, 시흥매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수형도의 기본 성질과 최소생성수형도와 관련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
습하고 이를 프로그래밍으로 실습 및 탐구하여 시흥시에 노면전차를 설치할 때에 가
장 효율적인 역 및 노선 선정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에 참여한 학생들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교통) 문제를 수학적 접근과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도 증진과 함
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수학적 사고를 적용해볼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되었으리라 생

각한다.



- 70 -

47 R&E – 21

시흥시 인구 예측방법에 대한 수학적 방법의 비교

신재현, 김태현, 김민주, 정상권

서해고등학교, 장곡고등학교, 시흥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구는 다양한 정책 결정의 지표가 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출할 예산과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할 세금의 양을 결정하고, 인구의 수요에 알맞게 
학교, 주거 시설, 의료시설, 복지 시설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인구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국가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
산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인구절벽(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감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
래인구추계: 2015~2065>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6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까? 정말로 출산율 감소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0이 될까? 또 한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
인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시도 한국의 전체 동향을 따를까? 이와 같은 의문에 답을 
얻고자 본 연구는 시흥시의 인구 동향을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수학적 방
법을 사용하여 시흥시의 인구를 예측하였다. 앞으로 인구 예 측을 위한 수학적 방법
들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수학적 방법들을 주어진 자료에 적용하여 비교해봄으로써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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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R&E – 22

기름 퍼짐 현상 탐구

김영서, 서해원, 임현서, 조영흠, 홍훈기

군서고등학교, 배곧고등학교, 신천고등학교, 배곧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삼계탕, 사골 등과 같은 국에 떠다니는 기름이나 설거지를 하기 위해 물을 부어

놓은 그릇에 보이는 기름들은 서로 방울방울 응집되어 있다. 하지만 비 온 뒤 아스

팔트 도로 위에 있는 기름은 넓게 퍼져있다. 먹는 기름과 도로 위의 엔진오일의 형

태가 왜 다를까라는 의문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식용 기름과 엔진오일이 물 

위에서 응집되고 퍼지는 이유를 표면장력의 관점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삼계탕, 

사골 등의 기름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콩

기름, 카놀라유, 올리브유를 식용 기름으로 선정하였다. 아스팔트 도로 위 기름은 

흔히 사용되는 엔진오일(Kixx PAO)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과 아스팔트 

위에 기름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표면장력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물과 기름의 표면장력 차이에 따라 기름 퍼짐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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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R&E – 23

나노 입자의 합성 메커니즘 분석: seeding&growing

여아름, 정대홍

소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노 입자는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매우 크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자신이 가지
고 있지 않던 성질이나 색을 가진다. 나노 과학의 예시로는 숯 스테인드 글라스 탄소 
나노 튜브 등이 있다. 본 실험은 나노 입자와 합성 방법의 이론을 기반으로 나노 입
자의 합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노 입자 합성 과정 중 seeding process와 
growing process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seeding process와 
growing process의 메커니즘을 실제 확인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합성된 나노 입자의 분

포 양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해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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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R&E – 24

시화공단 악취물질의 확산 모델링 연구

김연지, 강지모, 송동섭, 채승철

정왕고등학교, 정왕고등학교, 서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시화공단은 지리적으로 공장지대와 주거지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초 구성 
당시 완충녹지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며, 2005년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선
정되었다. 이에 완충녹지의 형성이 이루어지며 방풍림이 새로이 형성되었으나, 악취 
민원을 근절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에, 2006년 이후로 새롭게 보강된 방풍림의 효과를 
고려한 확산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고, 본 연구에서는 방풍림 효과를 고려한 
확산방정식을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민원지역의 악취강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모델링을 이용하여 민원지역의 악취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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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R&E – 25

고수(Cilantro)향 선호에 관한 후각 수용체 유전자(OR10A2)의
단일염기다형성 연구

신지연, 양승아, 김민희, 양세영, 이준규

능곡고등학교, 능곡고등학교, 정왕고등학교, 배곧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식에 대한 선호가 모두 환경에 의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유전적 다형
성에 따라 음식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수풀(Coriandrum sativum, Cilantro)은 약 기원
전 2천년부터 재배되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요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
수는 사람에 따라 그 맛과 향기에서 선호도 차이가 크다. 고수의 맛을 느끼는 형질은 
후각 수용체 유전자(OR10A2)의 SNP(rs72921001)와 높은 상관관계(r2=0.969)가 있다. 

그리고 OR10A2로 부터 발현되는 후각 수용체는 고수 특유의 냄새를 느끼게 하는 여
러 알데히드에 대해 높은 결합 특이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간단한 분자생물학 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 하였다. 더불어서, 한국인들의 고수 선호도와 SNP(rs72921001)의 연관성이 있는지 

또한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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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R&E – 26

고해상도 위성 자료를 활용한 시흥시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 산출

김민수, 김은지, 서은수, 이유라, 박경애

신천고등학교, 군서고등학교, 소래고등학교, 서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해수면 온도는 해류, 용승, 전선대 분포 등 해양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이상 기후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온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제 연구기관들은 해
수면 온도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해수면 온도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
법은 선박 및 표층 뜰개(drifter)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실측 자
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측정하기에는 인적, 물리적 자원의 한계가 크다. 그에 반해 인
공위성을 비롯한 원격 탐사를 통한 해양 관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고,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등 실측 자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
점으로 인해 해수면 온도 연구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이 직접 접하기 힘든 인공위성 자료를 위성 자료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해보
고, 처리한 결과를 해수면 온도 산출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시흥시 주변 해역에 대한 

계절별 해수면 온도 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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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R&E – 27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녹차 함유 식품의 색소 분석

오예나, 윤류슬, 홍훈기

함현고등학교, 시흥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녹차는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녹차는 질병 예방, 면역력 증진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녹차의 주요 성분인 카테킨이 항암, 항균, 항
비만 효과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건강식품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녹차의 
향과 색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역을 넓혀, 녹
차 초콜릿, 녹차 아이스크림 등의 녹차 함유 식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녹차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감에 따라  식품첨가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식품 첨가물이
란 식료품을 제조, 가공할 때 첨가하는 물질로, 주로 기호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영양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첨가된다. 식품의 보존과 맛을 담당해 모든 사람의 입맛을 길
들인 식품첨가물은 과도하게 섭취될 시 신경 쇠약, 두통, 호흡곤란, 집중력 감소, 면
역력 약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식품첨가물 중 착색료란 식
품의 본래의 색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다. 착색료는 천연식품에서 색소 성분
을 추출한 천연색소와  화학 반응을 통해 추출한 합성타르색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녹색 합성타르색소는 녹색제 3호 이다. 하지만 노란색 색소와 파란색 색소
를 혼합하여 녹색 색소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로마토그래피로 합성
색소를 분리 해보고, 녹차의  초록빛을 띤 식품은 정말 녹차가 함유되었는지, 그렇다

면 어느 정도의 양의 색소가 포함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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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R&E – 28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비접촉식 진동흡수장치

박우석, 권금성, 이지훈, 박상균, 전동렬

서해고등학교, 소래고등학교, 시흥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진동을  겪는다. 전화기의 진동 기능과 같이 생활에 
필요하여 개발된 몇몇 진동이 있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에서의 진동과 실험실
에서의 진동 등 대부분의 진동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시간이 흐르
는 동안 다양한 진동흡수 장치가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진동흡수장치들은 접촉을 통한 감쇄효과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
찰에 의한 손상이 염려되고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그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비 접촉식 진동흡수 장치제작과 
이에 대한 정량적 검증을 통한 비 접촉식 진동흡수장치의 우수성 검증을 수행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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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R&E – 29

도심 조성 시기에 따른 시흥시의 가로수 식재 양상 조사

박기연, 박성준, 김재근

서해고등학교, 소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은 20세기의 급격한 압축 성장과 도시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을 겪으면서 
자연 생태 환경이 크게 파괴되었고, 녹지와 생물 서식지 등 도시 생태계는 급격하게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 내에서는 콘크리트 피복률이 높아져 도시 중심부의 기온
이 주변부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열섬 현상과 같이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현
상들이 발생하며 도시민들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발생으로 도시 녹지 조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도시의 녹지는 열섬 
현상을 예방하는 등 도시의 기후를 조절한다. 또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정화 및 완충 작용을 하며 수분 조절 등 도시 환경의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그
리고 도시 녹지는 도시민들에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에
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생태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도시 녹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은 가로수일 것이다. 가로수는 아름다운 지역 경관을 형성하
고,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식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가로수는 이후 환경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식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로수
는 도시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녹지 조성 및 도시 
생태계 연구를 목표로 하는 한 가로수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흥시에 식재된 가로수의 현황 및 식재 환경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시흥시의 추가적인 녹지 조성에 대해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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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포스터 - 1

끓는점 오름의 비이상적 현상과 해석

박철규, 오재욱, 정대홍, 홍훈기*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서울특별시 08826

그동안 화학 교육과정에서 끓는점 오름은 대개 이상용액을 가정하고 교수학습 과정
에서 수식적으로만 제시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도당, 엿당, 설탕, 레졸시놀 
등의 4종의 비전해질 수용액에 대한 끓는점 오름 측정을 통해, 끓는점 오름의 실제 현
상을 관찰하고 이로부터 끓는점 오름을 입자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 실험 결과, 포도당, 엿당, 설탕 수용액의 경우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끓는점 오름 
값이 예상값보다 더 크게 측정되었고(양의 편차), 반대로 레졸시놀 수용액의 경우 농도
가 높아짐에 따라 끓는점 오름 값이 예상값보다 더 작게 측정되었다(음의 편차). 본 연
구에서는 각 용액의 증기압과 표면장력 데이터로부터 끓는점 오름의 비이상성이 근본
적으로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끓음 현상에 대한 고찰로부터 
엔트로피, 증기압, 표면장력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끓는점 오름에 대한 입자적 설명 방
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끓는점 오름에 대한 실제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해
석적 틀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표(교신)저자: hghong@snu.ac.kr

mailto:hgho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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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을 활용한
과학 논변 구성 요소 코딩 자동화 가능성 탐색 연구

이경건*, 하희수, 홍훈기, 김희백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서울특별시 08826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육학 연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던 머신 러닝 기술을 과학 교
육 연구에 접목하여, 학생들의 과학 논변 활동에서 나타나는 논변의 구성 요소를 분석
하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학습 데이터로는 Toulmin이 제
안하였던 틀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 논변 구성 요소를 코딩한 국내 선행 문헌 18건을 수
합하고 정리하여 990개의 문장을 추출하였으며, 테스트 데이터로는 실제 교실 환경에서 
발화된 과학 논변 전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483개의 문장을 추출하고 연구자들이 사전 
코딩을 수행하였다. Python의 ‘KoNLPy’ 패키지와 ‘꼬꼬마(Kkma)’ 모듈을 사용한 한국
어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통해 개별 논변을 구성하는 단어와 
형태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자 2인과 국어교육 석사학위 소지자 1인의 검토 과정을 거
쳤다. 총 1,473개의 문장에 대한 논변—형태소:품사 행렬을 만든 후에 다섯 가지 방법으
로 머신 러닝을 수행하고 생성된 예측 모델과 연구자의 사전 코딩을 비교한 결과, 개별 
문장의 형태소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KNN)이 약 54%의 일치
도(κ = 0.22)를 보임으로써 가장 우수하였다. 직전 문장이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에 관
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KNN)이 약 55%의 일치도(κ = 0.24)를 
보였으며 다른 머신 러닝 기법에서도 전반적으로 일치도가 상승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 논변 활동의 분석에서 개별문장을 고려하는 단순한 방법이 어느 정
도 유용함과 동시에,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 또한 필요함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
여주었다. 또한 머신 러닝을 통해 교실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진 과학 논변 활동을 분석
하여 연구자와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표(교신)저자: crusaderl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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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 교육과정 지역화의 역사적 동향:

시ㆍ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중심으로

이경건*, 홍훈기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서울특별시 08826

본 연구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한국 과학 교육과
정 지역화의 동향을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69건을 수집하여, 그 가운데 
과학과 교육 중점에 관한 갱신이 이루어진 94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에 대
한 시간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공간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병행하였다. 시간적 측면에 따
라 국가 교육과정 시기별 ‘지침’의 과학과 교육 중점을 분석한 결과, 제6차 교육과정에
서는 교육과정 지역화 초기라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별 과학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를 답습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
정 적용 초기임에도 보다 새로운 국면의 과학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공간적 측면에서는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비형식 과학학습 장소를 언급하거나, 수월성 교육 추구 경
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을 아울러 전반적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특정 지역 교육청에서 나
타는 과학과 교육 중점의 내용이 타 지역 교육청의 문서로 확산되는 현상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과학이라는 개별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초점을 맞
추었다는 점, 그리고 교육과정 지역화에 대한 통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취하였다는 
점 등에서 고유한 독창성과 의의를 지닌다.

*대표(교신)저자: crusaderl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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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용해도 단원의 인포그래픽에 대한 예비 과학 교사의 인식

이감미리, 최원호*

순천대학교 화학교육과, 전라남도 57922

이 연구에서는 예비 과학 교사들의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과서 내용을 이용하여 인포그래픽을 표현하는 능력을 조사하였
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의 예비 과학 교사들은 인포그래픽에 포함된 정보를 일부 놓치
거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인포그래픽을 표현할 때, 교육과
정 해석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지엽적인 
내용으로 표현하였다. 인포그래픽은 추상적인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교수 학습적 도구
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과학 교사들의 인포그래픽의 이해와 표현 능력의 향상
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포그래픽 표현 능력은 교육과정 해석의 전문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사범대 수업에서 인포그래픽 표현 수업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

*대표(교신)저자: stensil@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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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을 활용한 우수 고등학생 대상 자유탐구 수업의 효과

김서경, 최원호*

순천대학교 화학교육과, 전라남도 57922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고등학생 9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활용한 화학 자유탐구 수
업을 실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통합탐구 능력, 과학에 대한 태도의 변화, 자유탐구 수업
에 대한 학생과 멘토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과학 탐구 능력을 조사한 항목 중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에 비해 향상된 항목은 가설설정, 변인확인, 실험설계 3가지로 나타났으며 
감소한 항목은 그래프 및 데이터 해석, 조작적 정의 2가지였다. 과학에 대한 태도의 경
우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에 비해 향상된 항목은 과학적 태도의 적용, 과학 수업의 즐거
움, 과학의 여가활동, 과학 관련 직업 선호 4가지였고, 감소한 항목은 과학자에 대한 인
식 1가지였다. 과제 연구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자기주도적인 실험 활동, 협동적 소통활동 등을 멘토링을 강조한 과제연구 프로그램
에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과의 분석과 결론 작성, 긴 실험시간, 

배경 지식의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멘토링의 긍정적인 점으로 
학생들은 연구 방향의 제시, 어려움 해결의 도움, 멘토와의 인간적 교류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대표(교신)저자: stensil@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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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의 자기반성을 강조한 탐구경험이
탐구 설계능력에 미치는 효과

임진희, 최원호*

순천대학교 화학교육과, 전라남도 57922

본 연구는 사범대학 화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에게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 
탐구 수업을 진행한 후 탐구 설계능력의 변화를 검사하였다. 연구 결과 탐구 설계능력
의 하위요소 대부분이 향상되었으나 측정계획 중 도구를 탐색하는 능력과 필수조건을 
파악하고 가정을 제시하는 부분, 제한점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부분에
서 미흡함을 보였다. 예비교사가 적절한 탐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스스
로 탐구 설계를 해보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족한 하위요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반성적 사
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표(교신)저자: stensil@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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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중점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STEAM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최원호1, 심규철2*

1순천대학교 화학교육과,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57922
2공주대학교 생물교육과,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32588

과학중점학교는 미래 사회 발전을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
다. 과학 및수학 관련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과학 지식을 고루 갖추
게 하고, 인문적 소양도 함께 키우기 위한 교과목 개설하고 있으며, 과학 및 수학에 관
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STEAM 기반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고 있다. 과학중점학교에
서의 STEAM 기반 교육은 체험, 탐구, 실험 중심으로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고취, 융합적 사고와 실생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
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하여 과학기술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STEAM 기반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중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 과학중점학교에서는 
STEAM 기반 교육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첫째,  과학 중심 교과수업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내용 요소들을 연계하는 방식의 교과내 수업형, 둘째, 주
제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하여 각 교과 수업시간에 동일 주제를 연속하여 
진행하는 방식의 교과 연계 수업형,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의 비교과 활동형으로 구분하여 STEAM 기반 교육을 체
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중점학교에서 운영 성과가 높은 우수 학교
에서 운영하고 있는 STEAM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표(교신)저자: skcshim@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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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포스터 - 8

교과서 용해도 측정 실험의 부정확성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실험의 제안

손원기, 김준영, 정대홍*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서울특별시 08826

용해도는 물질의 고유 성질 중 하나로,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기술되어 있으며 많
은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용해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실험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제시된 실험 방법들로는 문헌의 용해도 값에 근접한 값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는 학생들이 올바른 실험 탐구 과정을 진행하는데 장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용해도 측정 실험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측정 오차가 큰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교과서에 기술된 실험방법은 증발법, 가열법, 재결정법, 포화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포화법은 주로 용질을 1 g 혹은 5 g씩 넣어주면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지점을 통해 대략적인 용해도를 측정하는데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용해도의 정밀한 측
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남은 가열법, 재결정법, 포화법을 통해 용해도
를 측정해보았다. 증발법의 경우, 용질이 용기의 벽면에 붙은 채로 남아있거나, 용액의 여
과 과정에서 용액의 온도가 떨어져 용질이 추가적으로 석출되어 정확한 용질의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용해도의 측정값의 오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포화법과 마찬가지
로 정밀한 용해도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은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열법과 재
결정법을 통해 용해도를 측정해보았으나, 이 두 가지 방법 역시 과포화, 용액 가열 과정에
서 발생하는 용매의 손실 등의 문제로 인해서 문헌값에서 제시하는 용해도 곡선과 적게
는 5 ℃에서 크게는 25 ℃까지의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오차 원인을 극복하
기 위하여 용액의 상층액만 따로 취해 증발시키는 새로운 실험방법으로 개선하였고, 이를 
수행해본 결과 문헌값에 상당히 근접하는 용해도 측정값을 얻을 수 있었다.

*대표(교신)저자: jeongdh@snu.ac.kr

그림 1  KNO3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 2  NaCl에 대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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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포스터 - 9

분별 증류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도 변화의 정밀한 측정과
그 의미 해석: 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액에 대하여

최윤식, 이성균, 이준영, 정대홍*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서울특별시 08826

증류 실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물질의 특성 단원에 수록된 실험으로, 물질의 끓는점 
차이를 이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이다. 하지만, 대다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물과 에탄올 가열 곡선의 양상은 실제 단순 증류를 통해 얻을 수 없는 형태를 지
닌다. 또한 몇몇 교과서에는 분별 증류를 통해서 순도 높게 물질을 분류할 수 있다는 서
술이 있지만 많은 교과서에서 분별 증류 조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교사들조차 실제로 분
별 증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과 에탄
올 혼합물을 대상으로 분별 증류를 수행하고 온도 변화와 증발량을 통해 분별 증류 과
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실험에 적합한 조건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기구와 실험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조
성비 조건을 조정하여 일반 학교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림. (a) 분별 증류 장치의 모식도. (b) 질량비가 80:120인 물과 에탄올 혼합 용액의 분
별 증류에 의한 온도 변화 및 액화량 그래프. 그래프에서 빨간색 곡선은 가열 용액의 온
도. 검은색 곡선은 분별 증류관 상단 가지부 온도. 파란색은 리비히 냉각기를 통과하여 
액화된 액체의 부피. 회색 선은 물과 에탄올 불변끓음 혼합물의 끓는점인 78.1 ℃.

*대표(교신)저자: jeongd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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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포스터 - 10

질문 만들기를 강조한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질문 분석:

중학교 대기 단원에서

정석훈1, 한예진2, 모윤하2, 정대홍1*, 조영환2

1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서울특별시 08826
2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특별시 08826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의 대기 단원에서 질문 만들기를 
강조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질문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의 현재 상태나 지식, 관심, 학습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정보와 교육에 대한 
학생의 수요를 알고자 한다. 먼저 신 Bloom 교육목표분류를 기초로 학생 질문을 분석하
기에 알맞은 분석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질문의 유
형은 인지과정 차원과 지식 차원으로 나뉘며, 인지과정 차원으로는 기억, 이해, 적용, 분
석, 평가, 창안 유형이 있고, 지식 차원으로는 사실, 개념, 인과, 절차, 기타 유형이 있다. 

질문 분석 시 연구자 외 2명의 코더가 함께 분석하므로 신뢰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총 
260개의 질문이 수집되었으며 1인당 평균 2.9개의 질문을 하였다. 인지과정 차원에서의 
학생 질문의 비율은 기억 8%, 이해 60%, 적용 26%, 분석 3%, 평가 1%, 창안 2% 이었
으며, 지식 차원에서의 학생 질문의 비율은 사실 2%, 개념 64%, 인과 18%, 절차 15%, 

기타 1% 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단계의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을 잘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다. 또한 학생 질문이 전체적으로 개념적 지식의 질문 유형과 이해 수준의 질문 유형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교신)저자: jeongd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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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포스터 - 11

아두이노와 pH 센서를 이용한 LED 지시약과 중화 적정 실험의 개발

여혜원, 강성주*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충청북도 28173

최근 산업 환경의 패러다임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변화하면서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 주목받고 있다. 메이커 운동은 3D 프린터·아두이노로 대표되는 새로운 창
작 도구의 발전, 오픈소스 문화,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제품을 만들고 
공유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뜻한다. 메이커(Maker)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소통한다. 아이디어와 재료의 조합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메이커(Maker)의 메이킹(Making) 활동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
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 화학 교과에서 적용 가능한 ‘LED 지시약을 이용한 중
화 적정 실험’을 개발하였다. 아두이노, pH센서, 3색 LED, 버튼을 이용하여 pH 센서로 
용액의 pH를 측정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중화 적정 곡선을 그리고, 기존의 지시약의 역
할을 3색 LED가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LED 지시약의 종류는 버튼에 의해 제어되며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BTB 지시약, 메틸오렌지 지시약,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의 색깔
을 나타내도록 코딩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MBL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
각적 효과가 있는 흥미 있는 화학 실험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화학 개
념을 학습할 수 있어 메이커 교육의 과학 교과에의 적용을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교신)저자: sjkang@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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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포스터 - 12

메이커 프로그램의 평가 도구 개발

양희선1, 강성주2*

1한국교원대학교 초등과학교육과, 충청북도 361-892
2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충청북도 361-892

본 연구는 메이커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메이커프로그램을 진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메이커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메이커 및 과학, 기술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한 탐색조
사를 실시하고, 둘째, 이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 평가항목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셋째, 

정선된 평가도구를 일부 메이커프로그램에 시범 적용하여 적합성을 예비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평가도구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프로그램개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차후 프로그램의 개선과 의사결정
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의사결정 평가모형 중 CIPP 평가
모형을 근간으로 대영역을 추출하고 이를 PCK틀을 활용하여 재정선하였다.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탐색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평가항목을 개발하였으며 평가도구는 최종적
으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설계, 프로그래밍 및 전기회로 제작도구의 설계,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프로그램의 효과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개발된 평가도구는 교과형 및 범교과형 
메이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이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한 후 교과형 32개, 

범교과형 46개의 평가문항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대표(교신)저자: sjkang@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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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포스터 - 13

3차원 입체 교구의 교육적 효과성 연구: 

물의 PVT 상도표를 중심으로

김원태, 강성주*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충청북도 청주시 태성탑연로 250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게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3차원 인쇄(3D 

Printing) 기술이 주목을 받으며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3차원 인쇄 
기술은 산업 분야 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화학 교육에
서 사용하는 3차원 인쇄 기술의 경우 평면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분자구조나 오비탈 등
을 입체적으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 입체 교구 제작에 
많이 이용된다. 더 나아가 화학 교과서나 전공서적에 그려진 2차원 이미지로만 화학적 
개념들을 배워왔던 학생들도 3차원 인쇄를 통해 2차원으로 인쇄된 교과서 이미지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특히 물의 상도표는 재료 
공학, 화학 공업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다. 상도표는 특정 압력과 온도에
서 안정한 상을 열역학적 함수로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압력과 온도에 의존하는 몰당 
깁스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 교과서나 전공서적에는 
3차원 상도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시를 하더라도 물질의 부피(V)에 
대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화학 평형에 대한 근본적 중요성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P)과 온도(T)만의 함수로 제한하여 설명하는 것에 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
의 PVT 상도표를 3차원 인쇄를 통해 세 가지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물질
의 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예비 화학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도표에 대
한 선개념을 사전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고, 사전 설문 후 3차원 입체 교구를 제시하여 
예비 화학교사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3차원 상평형 화학 교구가 예비 화학교사들의 개념이해를 돕기에 2차원 이미지에 비
해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표(교신)저자: sjkang@knue.ac.kr

mailto:sjkang@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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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실험 수업에서 나타나는 영재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안주현1*, 전상학2

1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7
2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본 연구에서는 과학 실험 수업에서 나타나는 영재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
하여 영재성을 보여주는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 
소재 영재교육원의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이었으며, 동물의 발생을 주제로 한 소집단 
중심의 실험 수업을 총 4회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녹음 및 녹화, 관
찰하였다. 전사된 내용으로부터 질문-응답 유형과 과학영재의 특성을 추출하여 분석하
였다. 질문-응답의 유형 분석에서는 보다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사고형 질문이 기본정
보형 질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험 주제에 따라 기본정보형 및 사고형 질문이 다
른 주제보다 40% 이상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분석 결과 창의성
의 세부 요인들인 융통성,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제발견력 및 
문제해결력, 고도의 언어능력 등을 확인하였고, 정의적 특성인 과제 집착력과 리더십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영재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잘 드러나기 위
한 수업 프로그램이 구성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영재의 판별 및 선발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대표(교신)저자: tokkist@snu.ac.kr

mailto:tokkist@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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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선택형 과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사례

박기석1, 전상학2

1충남삼성고,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77, 31454
2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8826

현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 인재육성
을 위해 6가지의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있다. 6가지 핵심 역량에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포
함되고 있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의 활
동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평가 역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들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선택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삶과 진
로에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고교 학점제 도입을 권장한다.

 2014년도에 개교한 충남삼성고등학교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진로
에 맞게 자신의 수업을 선택하는 학생선택 진로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계열(자연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에 총 8개의 과정(생명과학과정, 자연
과학과정, 공학과정, IT 과정, 국제인문과정, 사회과학과정, 경제경영과정, 예술체육과
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정 내에서도 과목 선택의 기회를 주어 같은 과
정내의 학생들도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 선택의 폭을 넓혀놓았다. 과학 교
육과정에서는 생명과학, 자연과학, 공학, IT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 
등을 포함하여 모두 30개의 교과목(전문계 교과 일부 포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3계열 8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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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수업에서 나타나는 초임교사 스캐폴딩의 특징

유금복*, 전상학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실험은 과학지식을 구성하는 데 주요 부분으로 인식되며, 실험활동은 과학교육의 필
수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초임교사에게 실험수업은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인식된다. 초임교사는 학생신분에서 전임교사로 역할의 전이가 일어나는 시기로, 향후 
교사의 전문성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초임교사의 실험수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초임교사 두 명의 실험수업을 녹음, 녹화하여 스캐폴딩 유
형 분석틀을 통해 살펴보았다. 유사한 배경을 가진 초임교사는 흥미유도, 자유도 감소 
유형에서 유사한 분포의 스캐폴딩을 보였지만, 학습목표 유지와 과제의 주요 특성을 확
인하는 유형의 경우 두드러지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초임교사가 실험수업을 접하였
을 때 드러나는 특징을 교사의 초기 성장과 발달 모습과 함께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초임교사에게 필요한 긍정적 경험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내용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한다.

*대표(교신)저자: kbskylover@snu.ac.kr

mailto:kbskylover@snu.ac.kr


- 96 -

72 포스터 - 17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 대한 과학적 연구 현황과 과학과 교육과정

유금복, 전상학*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유전자 발현 조절은 생물의 발생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생명체의 여러 조직
이나 구조가 특정 단백질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할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핵
세포에서는 오페론을 이용한 발현조절이, 진핵세포에서는 염색체 리모델링, 전사과정과 
전사 후 과정, 단백질 합성과 합성 후 변형과정 등 다양한 단계에서 유전자 발현조절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학 연구들은 제4차 교육(1981년)부터 반영되어 왔다. 유전자 발현조
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난이도 조절과 학생들의 혼란으로 인하여 관련 교육 
내용에 교육과정 상의 한정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유
전자조절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며 생물학의 발전 흐름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
하였다. 최근 생물학 연구분야에는 miRNA, siRNA, piwiRNA, crRNA, eRNA등 소형 
RNA와,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는 lncRNA가 유전자 발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조절물질들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포함하므로 향후 교육과정에서 RNA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교신)저자: jeonsh@snu.ac.kr

mailto:jeons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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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VS. STEAM: 정책의 탄생과 교수학습 실천 중심으로

장혜원,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8173

한국의 과학교육현장에는 창의인재융합교육을 일컫는 영어약자로 STEM교육과 
STEAM교육이 혼용된다. 표면적으로 STEM교육과 STEAM교육의 차이는 예술(ART)의 
유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정책의 기원 측면에서 STEM교육과 STEAM교육은 다
르다. 이 연구는 정책의 기원과 교수학습 실천 측면에서 STEM교육과 STEAM교육을 비
교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기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STEM은 미
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력 양성을 위한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반면, STEAM은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하고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정책에 기반을 둔다. 달리 말해서, 

전자는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면, 후자는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창의성 
발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이다. 둘째, 교수학습 실천 측면에서 STEM 교육은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재 혹은 미래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에 기반을 두어 
고차원적 사고, 공학교육, 프로그래밍 등과 같은 학습요소들이 기존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에 반영이 되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융
합교육의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다. STEAM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다양한 학문의 융
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존의 미국의 STEM 교육적 실천을 참고하고 여기에 융합에 교
육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의 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수
학, 예술을 모두 넣어야 아니면 이 중 몇 과목을 넣어도 STEAM이냐 아니냐와 같은 논
쟁이 제기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교수학습적 실천측면에서는 STEM과 STEAM 교육
이 공통적으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지식의 융합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정책 기원과 교수학습 측면에서 STEM과 STEAM을 논의하여 과학교육
자들에게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mailto: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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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창의융합 활동 비교 분석

정수, 김현섭*

공주대학교 생물교육과, 충청남도 32588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의해 처음으로 편찬된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STEAM 교육내용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5종의 통합과학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의융합 활동 자료를 추출
하고, 이들의 STEAM 교육내용을 STEAM 교과요소,  주제유형, 맥락성, 활동유형, 제시
상황 등 5가지 분석 준거를 선정하여 교과서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STEAM 교과요소를 
분석한 결과, 한 가지 STEAM 요소와 융합된 자료가 6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었고, 두 가지 STEAM 요소와 융합된 자료는 29.7%, 세 가지 STEAM 요소와 결합된 자
료는 2.7%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STEAM 요소가 융합된 자료가 개발
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TEAM 주제유형을 분석한 결과, KS교과서를 제
외한 4종의 교과서에서 과학·예술 융합형이 50%이상 차지하고 있었으며, BS교과서의 
경우에는 모두 과학·예술 융합형이었다. 전체적으로도 과학·예술 융합형이 54.1%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유형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TEAM 맥락성을 분석한 결과, BS교과서를 제외한 4종의 교과서는 특정 유형이 제시되
어있지 않거나 한 가지 유형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1∼3단원까지는 학습적 맥락성
에 너무 편향되어 있었고, 4단원의 경우에는 국제적 맥락성만 제시하고 있었다. 전체적
으로 학습적 맥락성의 비중이 56.8%로 다른 유형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STEAM 

활동유형을 분석한 결과,  KS, MR, CJ교과서는 주제중심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었고, DA, BS교과서는 설계중심 활동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단원별 분석 결과, 

1단원을 제외한 3단원에서는 주제중심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STEAM 제시상황을 분석
한 결과, DA교과서를 제외한 4종의 교과서 내에는 기술사회적 상황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도 기술사회적 상황이 43.3%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표(교신)저자: hskim@kongju.ac.kr

mailto:hskim@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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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도와 항성의 진화에 대한 지구과학교사와 예비지구과학교사의 
개념지위 분석

하민경*, 손정주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학습자의 인지구조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재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비과학적 
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 중 교사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요소로써 교사의 
잘못된 과학적 개념은 교수학습과정 전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사의 교육내
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의 달성 여부 
판단에 큰 역할을 한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지구과학1 내용에 H-R도와 항성의 진화
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현직 교사들의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졌
다. 

본 연구에서는 2015개정교육과정과 대학 교재를 바탕으로 H-R도와 항성의 진화의 개
념 요소를 영역별로 추출하여 11개의 설문 문항을 제작하였고 2차례 타당도 검사를 거
쳐 최종 설문지를 선정하였다. 현재 6명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진행하
였고 그 중 3명에 대한 결과는 분석 중에 있다. 추후 예비지구과학교사에 대한 설문도 
진행한 후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계획 수립 및 교사 교
육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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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달’을 대상으로 한 천문교육 연구 동향 분석 :

국내 학술지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조훈*, 손정주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본 연구는 전자저널로 검색되는 국내등재 및 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달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천문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KISS와 RISS에서 검색 된 1990년부터 2017년
까지 과학교육 연구 논문 중 천문학의 관점에서의 달을 대상으로한 국내 학술지 54편을 
분석했다. 분석 과정은 1차로 논문을 연구 대상(초등,중등,초·중등), 연구 주제(달의 운
동, 위상 변화, 기타), 연구 내용(개념, 교수학습활동, 정의적, 기타)으로 범주화하는 한 
후, 2차로 각 범주 마다 교육과정을 대입하여 교육과정별 각 범주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7차 교육과정 때 가장 연구가 활발했고, 연구 대상과 내
용에서는 중등 보다는 초등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달의 운동과 
위상 변화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초·중등의 교육을 종적으로 다룬 연구
는 거의 없었다. 연구 내용은 개념과 교수학습 활동 영역이 대부분 이었었고 근래에 들
어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구 방법적으로도 다양화된 경향이 확
인되었다.

*대표(교신)저자: whgns8364@gmail.com

mailto:whgns836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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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국 개기일식 원정 관측 실험

하상현1*, 박순창2, 손정주1

1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주)메타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년 8월 21일 미국에서는 99년만에 대륙을 가로지르는 개기일식현상이 나타났다. 

개기일식이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으로 이 현
상이 일어나는 동안 태양의 대기를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개기일식은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달의 공전궤도면의 기
울어진 정도가 약 5도 정도 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며, 개기일식이 일
어나는 경우에도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되기 때문에 관측하기는 쉽지 않다.

2017년 미국 일식은 대한민국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오레곤주 온타리
오에서 개기일식에 대한 사진 및 영상관측을 진행하였으며, 개기일식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아용하여 에딩턴 실험을 포함하여 가능한 다양한 관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당시 관측지의 날씨는 맑았으며 다양한 도구와 촬영장비 등을 소개할 것이다.

*대표(교신)저자: djrwo84@gmail.com

mailto:djrw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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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리노베이션에 따른 전시 구성 콘텐츠

김경희*, 윤리나, 배준우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2007년에 개관한 천연기념물센터는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와 전시ㆍ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에 대
한 정보를 집약시킨 전시로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표본의 증가 및 시설 노
후화에 따른 관람 환경의 안정성 저하로 인한 리노베이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4

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효과적 정보 전달을 위한 첨단 연출매체를 활용한 전시 콘텐
츠 증설을 위하여 전시 공간 리노베이션을 진행하여 2018년 9월 재개관을 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천연기념물의 각 분야별 대표 표본에 대한 천연기념물의 특수성
을 부각하여 정보전달에 치중했던 기존 전시와 차별화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가진 
역사성, 학술성, 심미성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표본과 연관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우리 
문화 속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전시 콘텐츠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하였다. 

천연기념물센터는 이번 전시관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관람객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자연
유산인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표(교신)저자: ryoon@korea.kr

mailto:ry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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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뤼스 법칙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편광 실험 교구재 개발 및 적용

김민경*, 오최근, 박형민, 유지현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덕흥양쪽길 200

스마트폰에 내장된 광도센서를 이용하여 두 장의 편광필름을 통해 나오는 빛과 두 편
광축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여 분석한다. 편광필름의 편광축 방향을 정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교구재를 제작하여 편광축의 각도에 따른 광도의 변화를 스마트폰을 사용하
여 측정한다. 광도센서에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Physics Toolbox’ 앱
을 활용한다. 스마트폰에서 얻은 실험데이터로 편광축 사이의 각도와 광도의 변화에 대
해 그래프를 그려보고 편광축 사이의 각도와 측정된 광도가 어떤 경향을 가지는지에 대
해 논의해본다. 이를 가장 잘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뤼스 법칙을 
소개하고 앞서 수행한 실험결과와 비교해본다. 나아가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편광
현상의 예와 천문학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위 과정은 순천대학교 물리
교육학과 대학생과, 녹동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피드백을 받아 실험과정 
및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향후 전시체험 도구를 제작하여 편광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대표(교신)저자: romans55@kywa.or.kr

mailto:romans55@ky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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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물리교사 선발제도 비교

이서령,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8173

본 연구는 한국의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일본의 ‘공립학교 교
원채용 후보자선고시험’을 통한 물리교사 선발과정을 분석하여 각 시험의 특성과 각국
에서 요구하는 물리교사 역량을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분석결과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교원 자격증의 종류와 유효기간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일본에는 
한국의 1,2급 정교사 자격증과 유사한 보통면허 이외에 전문적 기술, 지식을 가진 사회
인들에게 발급하는 특별면허라는 것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은 자격증 취득 후 평생 교
원자격이 유지되지만 일본은 2009년부터 교원 면허 갱신제가 실시되어 10년마다 면허
갱신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든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각 도도부
현 지정 교육위원회가 문제를 출제하며 시험 시행날짜, 채용방식과 기준이 지역별로 다
르다.

선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각 지역의 특성과 연관지어 비교함으로써 
그 지역이 요구하는 교사상, 특히 물리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제도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 각 도도부현에서 최근 2년간 출제
된 시험문항을 분석하여 이원분류표 작성 후, 같은 내용영역의 문제들을 묶어 각 영역
의 출제경향이나 출제빈도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통해 일본에서는 교사
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나 문항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국내 선발제도에서 볼 수 없는 특성들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mailto: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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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를 사전학습의 교재로 활용한 거꾸로 과학수업이
중학교 학습자 역량에 미치는 효과

박남실, 류광수

한국교원대 물리교육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28173

2017년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 따른 과학교과의 시간이 대폭 감소하여 교실에서 
학생중심활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전학
습의 교재로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용어사전, 사진, 동영상, 

보충학습자료, 평가문항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를 생각하게 되었
다. 2017년 2학기에 들어오면서 에듀넷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이용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디지털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내려받기에 대한 안내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
하였다. 가정에서도 PC, 노트북, 핸드폰에 디지털교과서를 내려받기 할 수 있어 원하는 
시간에 어디에서나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사전학습하고 교실에서 학생 중심 활동의 
거꾸로 수업을 할 때 학습자의 역량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사전학습
의 교재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들의 거꾸로 수업에 대한 반응도 함께 조사하였
다. 사전학습의 교재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과 서책형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각
각 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거꾸로 수업은 15차시로 토의토론과 글쓰기, 퀴즈, 

실험, 협동학습, 프로젝트수업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역량변화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가 디지털교과서를 사전학습 
교재로 활용하기를 계획하시는 선생님들과  스스로의  학습방법을 찾는 학생들에게 도
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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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포스터 - 27

초등 3, 4학년 과학 디지털교과서 평가문항 및 용어사전 개발 연구

박상우1*, 권혁순1, 임채성2, 장명덕3, 임성만4, 전성수5, 신정윤6, 송윤미7, 김종철8, 

신원섭9, 최소영10, 한제준11, 최현12, 김은애13, 김성운1

1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충청북도 28690
2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서울특별시 06639

3공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충청남도 32553
4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28173

5회원초등학교, 경상남도 51291
6대전두리초등학교, 대전광역시 34005

7경기다솔초등학교, 경기도 16336
8서울도성초등학교, 서울특별시 06213
9서울동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01619

10서울중원초등학교, 서울특별시 01777
11남원대산초등학교, 전라북도 55779

12도원초등학교, 전라남도 59645
13한국교육개발원, 충청북도 27873

이 연구는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개별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초등 3, 4학년 학습자 맞춤형 디지털교과서에 탑재될 평가문항 및 용어사전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 3, 4학년 과학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통합과 탐구 단원을 포함한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내용영역의 총 20개 단원에서 활용될 시작퀴즈, 

차시 마무리 퀴즈, 단원마무리 평가 문항, 용어 사전을 개발하였다. 단원마다 재미있는 
과학과 단원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차시를 대상으로 3, 4학년의 136개 수업 구성에 따
른 약 500 여개의 평가문항과 500 여개의 용어 사전을 개발하여 디지털교과서에 탑재하
였다.

평가문항은 크게 시작퀴즈(1문항/차시), 차시 마무리퀴즈(3문항/차시), 그리고 단원마
무리 평가(4문항/단원)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작퀴즈는 차시별 동기유발을 목적으
로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등의 객관식 문항 형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서책형 교
과서에서 제시된 도입부 내용과 연관되면서도 그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마무리 퀴즈는 



- 107 -

차시 목표의 성취 정도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형성평가를 목적으로 진위형, 

선다형, 연결형, 단순완성형, 배열형 등으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또 단원마무리 평가
는 단원 학습내용을 이용한 총괄 평가의 역할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조합하여 
통합적 문항이 되도록 구성하여 개발되었다. 그리고 용어사전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때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각 차시별 과학용어와 일상용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그림 예시, 학습자 수준의 문장 용례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차후 초등 5, 6학년 과학 디지털교과서의 평가문항과 
용어 사전 개발에 제언을 하자면, 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제한적이었던 평가 유형으로 
인해 디지털환경에 부합되지 않은 문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자가 흥미와 관심을 높
일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
한 컨텐츠 유형을 활용한 평가 내용의 전개와 응답의 형식을 서술형과 논술형과 같은 
열린 상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과정과 평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구성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표(교신)저자: wsp2064@cje.ac.kr

mailto:wsp2064@c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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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포스터 - 28

소집단 물리 문제풀이 협업 활동에서
지위에 따른 예비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

박종민, 최혁중*

한국교원대학교 물리교육과, 충청북도 28173

본 연구는 20명의 예비교사들이 4명씩으로 구성된 소집단 물리 문제풀이 협업 활동
에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활동
은 공동의 물리 문제를 협업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집단 활동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분
석 지표인 위세 중심성을 바탕으로 ‘주도자’, ‘보조자’, ‘주변자’ 3종류의 지위를 정의하
였고, 구성원의 지위와 상위 수준 상호작용 빈도를 바탕으로 소집단 상호작용 유형을 
‘소통형’, ‘쌍방형’, ‘일방형’으로 구분하였다. 지위가 중간인 보조자의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소통형은 모든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서, 주도자를 중심으로 나
머지 보조자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였으며, 다른 유형보다 상위 수준 상호작용 빈도
가 많았다. 쌍방형은 두 명의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쌍방향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고받는 유형으로서, 주도자의 지위와 거의 비슷한 보조자가 존재
하며, 그 두 명의 구성원에게 상위 수준의 상호작용이 집중되었다. 일방형은 한 명의 구
성원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일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유형으로서, 

보조자가 주도자와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했더라도 상위 수준의 상호작용이 주도자에 
의해 집중되었으며, 모둠 전체의 상호작용 빈도가 적었다.

*대표(교신)저자: hjchoi@knue.ac.kr

mailto:hjchoi@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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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포스터 - 29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레 실험

김태규*

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전라북도 55101

편리한 도구 중 하나인 지레는 역학에서 기본적인 물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초등
학교 과학 4-1 무게재기 단원의 [수평잡기의 원리를 알아봅시다.]에서부터 대학의 일반
물리학에서까지 다루는 중요한 제재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평잡기 
실험의 수행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고 그 질문은 근본적으로 지레의 
원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지레 실험, 이론적인 계산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레의 원리에 관련된 변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레의 힘점에서 질량은 작용점에서
의 질량,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팔 길이,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팔 길이, 지레의 질량
에 의존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수학적인 한계로 단순히 팔 길이의 비에 의
존하는 수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요인이 실험값과 계산 값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다.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교사의 예비 실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레에 관련된 변인
들에 대한 의존성을 분석하여 실제의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 도구 및 방법을 강구한다.

*대표(교신)저자: tkkim@jnue.kr

mailto:tkkim@jnu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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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포스터 - 30

광원 크기에 따른 그림자 특성

김태규*

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전라북도 55101

빛의 성질 중 직진은 2009 개정 과학 3~4학년군 과학 4 단원 거울과 그림자에서 다루
지고 있으며, 그림자가 생기는 까닭과 그림자 크기의 변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물체의 
그림자 크기(S)는 물체의 크기(D), 광원과 물체 사이의 거리(A), 광원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C) 및 광원의 크기(L)에 의존한다. 광원의 크기가 물체에 비하여 매우 작은 점광원
인 경우, 그림자는 본 그림자로 크기(S)는 S = D C/A 로 구해지고 반그림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광원의 크기가 L인 경우, 본 그림장의 크기(S)는 S = D C/A - (C/A-1)L 로 주어
지고, 점광원에 의한 그림자보다 작다. 크기가 L인 광원에 의한 물체의 본 그림자 크기
를 광원의 크기(L), 물체의 크기(D) 및 거리의 비인 C/A의 변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A = 1 인 경우에는 광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림자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고, 

C/A가 증가할수록 그림자의 크기는 감소한다. 물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림자의 크기
도 커지고 증가하는 비율은 C/A 값에 비례한다. 마지막으로 C/A = 1 인 경우에는 그림
자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고, D < L 인 경우에는 감소하며 D > L인 경우에는 증가
한다.

*대표(교신)저자: tkkim@jnue.kr

mailto:tkkim@jnu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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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캡 레이저포인터와 다색 LED를 활용한 렌즈에 의한
빛의 굴절 실험 개발 및 적용

안성국1, 박일우2*

1서울선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05239
2서울교육대학교, 서울특별시 06639

본 연구에서는 원형 캡 레이저포인터와 다색 LED를 활용하여 렌즈에 의해 굴절된 빛
의 이동경로를 가시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개발하고, 개선된 실험을 수업
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렌즈에 의한 굴절 현상을 더 쉽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82명을 실험반과 비교반으로 나누어, 실
험반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선된 실험을, 비교반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을 적용
하고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실험반과 비교반 모두 개념 이해도가 사
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지만, 원형 캡 레이저포인터와 다색 LED를 활용
한 개선된 실험을 적용한 실험반의 사후 개념 이해도가 비교반의 사후 개념 이해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을 분석해본 결과, 빛의 이동경
로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험반의 사후 개념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이동경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형 캡 레이저
포인터를 활용한 실험이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보다 학생들의 개념 이해도 향상에 효과
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일반적인 레이저포인터의 빛의 전파                (나)원형 캡 레이저포인터의 빛의 전파

*대표(교신)저자: iwpark@snue.ac.kr

mailto:iwpark@s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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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포스터 - 32

평행하게 방출되지 않는 태양빛이
지구에 평행하게 도달하는 이유에 대한 지도

김지선*

일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양으로부터 빛이 어떻게 방출되
며 지구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탐구 활동을 지도하였다. 먼저, 태양으로부
터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파악한 후, 이를 가설로 세우고 검
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여러 개의 손전등을 활용한 태양 모형 및 지구를 의미하
는 스티로폼공을 설치한 ‘월식 현상 표현 모형’을 통해 스티로폼공의 그림자를 확인하
고 이를 지구의 본그림자 및 반그림자와 연관지어 해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에 이어, 검증된 가설을 반영한 태양 모형을 제작한 후, 태양과의 거리에 따른 태양빛들
의 진행 각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구에 태양빛이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알아보았
다. 그 후, ‘격자판 실험 세트’를 통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세기 변화를 평행하게 
나아가게 한 빛의 세기 변화 및 손전등빛의 세기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실제 태양빛이 
지구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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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포스터 - 33

초등 과학영재를 위한 신기루 실험을 통한 빛의 성질 탐구

정연수,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8173

더운 여름 아스팔트 위의 도로에서는 물이 고인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도로 위에서 신기루 현상을 더 잘 볼 수 있는 조건을 탐구하고 신기루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빛의 성질을 알아본다. 더불어 열을 이용한 실험의 위험성을 고
려하여 초등 과학영재 수업에서 밀도차를 이용하여 손쉽게 구현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신
기루 실험을 제안한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mailto: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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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포스터 - 34

수직 및 수평 자기 이방성 자성체 연구를 위한
MOKE(Magneto-Optical Kerr Effect)측정 장비 제작

김학수*, 류광수

한국교원대 물리교육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28173

최근 반도체 및 자기 매체 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따라 모토로라와 IBM등에서 
GMR(Giant Magneto-Resistance)과  터널링 자기저항효과(Tunnel Magneto-Resistance)를 
이용한 MRAM이나, 반도체의 스핀을 조절해서 빛을 내는 Spin LED등에 응용할 수 있
는 더 나은 소자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기 저장 매체 분야에
서는 저장 기록밀도를 높이기 위해 박막의 두께와 자구(Magnetic domain)의 크기를 줄
이려는 많은 연구와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수직자기 이방성(PMA)과 
수평자기 이방성(IMA)의 다층박막 재료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료의 연구를 위해서 자성체의 자기적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
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MA와 IMA 특성을 가진 모든 자성체의 자기이력곡선(Magnetic 

Hysteresis Loop)을 측정할 수 있는 자력계를 개발 및 제작하고자 한다. 기본 원리는 빛
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편광이 변하는 Magneto-Optical Kerr Effect(MOKE)현상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외부 자기장에 따라 변하는 자화(Magnetization)의 상태를 실시간으
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외부 자기장의 각도에 따른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도록 
하여 자성체의 자기이방성(Magnetic Anisotropy)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적 특성이 확인
된 자성체는 나노구조 자성체로 제작되어 자기메모리 개발 연구에 사용된다.

*대표(교신)저자: realmaksu@naver.com

mailto:realma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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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포스터 - 35

마이켈슨 간섭계를 이용한 정지한 물체에
전자석을 이용하여 힘을 증가시켰을 때 미소운동 분석

노재준, 류태영, 박상훈, 이률, 김균서1, 김중복2*

1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특별자치시 30099
2*한국교원대학교 물리교육과, 충청북도 28173

정지한 물체에 힘이 가해질 때, 힘의 크기가 최대정지마찰력 이하이면 외력과 같은 
크기의 정지마찰력이 작용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지마
찰력이 작용하는 물체에도 미소한 변위와 변형이 존재한다. 전자석을 이용하여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일정하게 증가시키고, 그 물체에 거울을 부착하여 마이켈슨 간섭계를 
구성하였다. MBL 장비를 이용하여 외력을 가하는 동시에 간섭무늬의 변화를 측정하여 
미소운동을 분석하였다. MBL 장비에서 전류를 제어하여 전자석으로 물체에 증가하는 
외력을 가하였고, 동시에 마이켈슨간섭계에 나타난 간섭무늬의 변화를 조도센서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간섭무늬의 밝기 변화를 통해 물체에 부착된 거울의 변위를 역으로 
측정하여, 미소 변위가 정지마찰력의 크기에 선형적으로 비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mailto: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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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운동학 단원에서 모션 캡쳐와 시간기록계를 이용한
운동 실험의 학습 효과와 선호도 비교

심방울,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8173

본 연구는 중학생의 운동학 학습에서 스마트폰 앱(모션 캡쳐)을 활용한 실험 활동과 
시간기록계를 이용한 실험 활동이 각 운동 상황에 따른 개념 변화에서 어떤 차이를 보
이는지 조사하였다. 서울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 64명(모션 캡쳐반 32명, 시간기록계반 
3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운동학 학습에서 모션 캡쳐반은 등속도 운동, 속력이 증
가하는 운동,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 상황에서 모션 캡쳐를 이용한 실험 활동을 하였으
며, 시간기록계반은 같은 상황에서 시간기록계를 이용한 실험 활동을 하였다. 

모션 캡쳐반과 시간 기록계반 모두 운동학 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모션 
캡쳐반이 등속도 운동 상황에서 시간-거리 그래프 자료변환 능력에서 시간기록계반에 
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시간기록계반이 속력이 변하는 운동 상황에서 시간-거
리, 시간-속력 그래프의 자료 변환 능력, 그래프를 보고 실생활의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에서 모션 캡쳐반에 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면담 결과 두 집단에서 실험을 하
기 전에는 모션 캡쳐를 이용한 실험 활동을 선호하였으며 실험한 후에는 시간기록계를 
이용한 실험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실험의 정확성을 언
급하였다. 또한 모션 캡쳐의 장점으로 실제 실험하는 물체를 직접 볼 수 있고 어떤 물건
을 사용해도 실험이 가능하며 핸드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시간기록계는 종이에 정확히 타점이 찍혀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며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는데 더 편리하며 속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과학 기구로서 처음 접하는 기계이므
로 신선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시간기록계를 처음 접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속력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더 효과적이며 선호도의 경우도 시간 기록계를 이용한 실험활동이 높았다. 

하지만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학습하기 전에 등속도 운동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익숙
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험이 학습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학 학습에서 기본 개념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기록계와 
모션캡쳐를 이용한 실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접목시키는 다양
한 시도가 필요하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mailto: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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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포스터 - 37

금속박막 검전기를 이용한 탐구 실험

홍준희1, 김중복2*

1보정고등학교, 용인시 16903
2한국교원대학교, 청주시 28173

이 연구에서는 금속 박막 검전기를 이용한 탐구실험 3가지를 제안하였다. 금속 박막 
검전기는 ‘정전기’를 학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험 기구이며 구조와 사용법이 단
순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예상과 다르게 학생들은 검전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여 
박막이 벌어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금속판에 접촉하면 박막의 전하들이 손가락으로 흡
수되는 것을 거의 마술처럼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검전기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
는 탐구 실험 2가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전된 금속에서 전하들은 금속 내
부와 외부에 골고루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학교 교실에서는 정전기 차폐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우 비싼 장비를 이용하거나 동영상을 이용한다. 그러나 금속 박막 
검전기와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하여 쉽게 정전기 차폐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을 
제안하였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mailto: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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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 생성 및 응용

김은강, Ashish kumar sharma, 서선영, 고준태,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8173

보즈 아인슈타인 응추(이하 BEC)는 극저온에서 dilute gas가 파동성을 띄며 뭉치는 현
상을 말한다. BEC생성을 하기 위하여 10-10Torr 정도의 진공도를 유지하는 챔버와  
LASER Cooling, Evaporation Cooling 등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이하 BEC)는 원자간섭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BEC를 응용하는 분야는 크게 Joshepson Effect 등 원자 Dynamics를 보는 연구와 Double 

Well, Twin Atom Beam등 BEC를 두 개로 나누어 간섭계를 만드는 연구로 나누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BEC를 생성한 후 TwinAtom Beam 생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Shaking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87Rb

의 Ultracold Gasses를 생성하기 위한 원자칩 기반의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
하고 있다. 이 실험장치를 기반으로 추후 rf-dressed Ring Potential에서 TwinAtom Beam

의 간섭무늬 측정 및 Asymmetric Double Well 에서의 Joshepson Effect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mailto: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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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Chip에서 MOT생성 및 응용

고준태, 김은강, Ashish kumar sharma, 서선영,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8173

Atom Chip은 2차원과 3차원 광자기 포획 원자(MOT)로부터 칩크기의 영역에 원자를 
가두어 MOT의 특성을 보거나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BEC)을 볼 수 있는 장치이다.  레
이저를 이용하여 87Rb원자를 모아 2차원 MOT을 형성한 후에 이를 이동시켜 3차원 
MOT으로 바꿔준 후에 Atom Chip위에 MOT을 형성하였다. Atom Chip에서 MOT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10-10Torr 정도의 진공도를 유지하는 챔버와 Atom Cooling을 위한 
LASER, Evaporation Cooling을 위한 라디오파(Radio Frequency) 회로 등이 필요하다.

Atom Chip에서 만들어진 MOT은 외부의 자기장과 LASER에 의해 평형이 유지되는 
감쇠진동자로 묘사될 수 있는데 외부 자기장이나 LASER를 이용해 MOT을 흔들어주면 
시스템의 자체 진동수, 감쇠 계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tom Chip에서 MOT을 더욱 냉
각하여 BEC를 생성한 후에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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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95 포스터 - 40

피라미드형 거울을 이용한 냉각 원빔 발생

서선영, 김은강, Ashish kumar sharma, 고준태,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8173

레이저와 자기장을 이용하여 냉각한 원자를 빔 형태로 만들면 원자 간섭계나 원자 시
계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원자빔의 특성은 단위 시간당 단면적을 통고하는 원자
수,  평균 속도를 중심으로 얼마나 다른 값들을 가지는 가를 나타내는 속도 분포, 빔에 
수직한 방향의 속도 성분 즉 원자빔 퍼짐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라미드형 거울을 이용하여 원자를 포획하고, 꼭지 부분에 구멍을 내
고 구멍으로부터 원자들이 빠져 나오게 함으로써 원자빔을 만들어 그 특성을 측정하였
다. 원자빔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원자빔에 특정 각도를 갖는 레이저를 비추면서 
그림과 같은 흡수 스펙트럼을 구하여 도플러 효과에 의해 이동된 정도를 측정하여 원자
빔의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스펙트럼의 폭을 이용하여 원자빔의 속도 분포를 측정하였
다.

그림 1 흡수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원자빔의 특성을 구하는 전형적인 결과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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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zation gradient cooling for Hybrid trap

Ashish kumar sharma, 김은강, 서선영, 고준태,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8173

We are constructing a compact experimental setup for producing ultra-cold rubidium 87 

atom cloud in Hybrid trap (magnetic trap + optical trap). Very high current such as 100A 

for around 160 Gauss/Cm gradient magnetic field is supplied to a coil pair.  Before Hybrid 

trap, atoms should be further cooled using Polarization gradient cooling(PGC) which is 

achieved by far red detuned lasers. We were able to cool down to few hundred 

micro-Kelvin. We will trnasfer cold atoms into magnetic trap and then into optical trap 

which is achieved by focusing strong1.064 micrometer laser. Our goal is to obtain BEC 

after several evaporative cooling stages. We will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our cold 

atom cloud like life time temperature number of atoms etc. after PGC.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mailto: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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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현장적용에 대한 초중등 관리자의 인식

이지원, 최혁준, 이경택, 양성호,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8173

융합인재교육(STEAM) 현장적용에 관심이 높은 관리자 4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
교에서 STEAM을 적용하는 수준과 STEAM 적용역량에 대한 자기인식, STEAM 교육을 
적용하여 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어려운 점, 그리고 필요
한 점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관리자들은 
스스로의 융합인재교육(STEAM) 적용역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적용의지에 대해서는 91.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STEAM 

기술보유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다른 역량에 비하여 다소 낮은 비율(55.44%)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에서 STEAM 교육을 적용한다고 응답한 관리자는 48.19%였고, 

STEAM 현장적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들의 연수 독려,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
문화 개선, 스스로 연수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STEAM 현장적용에서 관리자들이 
느끼는 주요 어려움은 교사들의 의지부족, STEAM을 적용할 수 있는 학교문화의 미정
착 등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자들은 STEAM 현장적용을 위하여 관리자 스스로의 적극
적 지원, 교사들의 의지, 연수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기
반하여 STEAM 현장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대표(교신)저자: jb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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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스플리터를 이용한 고배율 간이현미경 제작

장길동*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265

현미경은 생명과학교과와 물리교과에서 학습뿐만 아니라 탐구활동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광학기기이다. 하지만 단가가 비싸 보통의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수만큼 확보하기
가 부담스러우며 전문적인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다. 또한 무게
가 무거우며 광원의 전원을 연결할 콘센트가 가까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이 제
한적이다. 이에 저렴하면서도 기존 현미경 수준의 성능을 가지며 사용 환경에 제약이 
없는 현미경을 제작하게 되었다.

기존 현미경은 대물렌즈와 접안렌즈로 이루어진 복합렌즈계로 확대된 도립허상을 만
든다. 기하광학적인 계산에 의하면 현미경의 배율은 대물렌즈의 초점거리에 반비례하며 
경통길이에 비례한다. 현미경의 배율공식으로부터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와 거울을 
사용하여 동일한 렌즈를 사용하면서도 대물렌즈의 유효초점거리가 짧아지게 하는 방법
과 경통의 유효길이가 두 배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높은 배율의 상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현미경의 경통, 재물대를 3D 프린터로 제작하여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광원으로 
LED 램프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하였다.

*대표(교신)저자: zilap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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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교육을 반영한 해부프로그램 및 평가 틀의 개발

양정아1, 전상학2*

1서울광양고등학교
2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생명과학에서 생명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관찰을 통한 
생물의 구조 학습 이 매우 중요하다. 동물의 구조 관찰을 위해서는 해부를 통한 관찰과 
학습이 필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사전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해부실
험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나타냈고 현재의 교육과정 에서도 해부실험내용을 제외시
키고 있는 추세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마취시켜 관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더라도 동
물의 잔여물이나 고정액으로 처리된 해부 대상을 통해 생명체의 경이로움에 대한 체험
과 함께 동물의 구조 관찰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부실험 전에 실
시하는 생명윤리 교육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게 한
다. 해부실험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안하고 효과적인 실험수업 운영을 위
해서는 적절한 평가 틀의 마련도 필요하다. 해부 실험은 실험의 결과보다는 해부도구의 
사용, 관찰할 구조의 탐색능력, 해부 태도 등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의 영역 중 해부실험 전에 수행하기에 적합한 영역인 다른 동물의 
생명존중과 관련된 생명윤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태도
에 대해 학생들이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생명윤리학습과 
해부실험이 융합된 총 3개의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생명과학1 교과의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단원 수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생명윤리 수업과 해부 실험의 효과적인 운영
을 위해 보고서평가, 관찰평가, 자기평가의 3개영역으로 평가 틀을 개발하여 함께 적용
함으로서 수업의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교신)저자: jeons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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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빙강연 - 2

소방과 과학의 연계교육을 통한 초등학생 소방과학교실 개발

경민대학교 현성호

1. 들어가는 말

  최근 국내의 청소년들과 직접 관련 있는 화재사고로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

소년 수련원 화재사고(1999. 06. 30), 인천 인현동 라이브 호프집 화재사고

(1999. 10. 30),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예지학원화재사고(2001. 05. 16),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고(2003. 03. 26) 등은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고

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엔아동기금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경제개발기구 회원

국 중에서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가 미국이 10.2명, 일본이 5.8명, 영국이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4.8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안

전을 무시하고, 급속한 산업화에만 치중한 결과로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면 안전사고의 50%가 가정에

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분석으로서 안전교육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교육이 우리나라 사회에 얼마나 심

각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체험 등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어린이들은 신체ㆍ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미숙한 대상자들로서 어떤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부딪

쳤을 때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교사

나 학부모들의 세심한 주의와 교육에도 어린이 안전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지각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야만 안전행동습관이 

올바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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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육은 학교 교육과 기타 다른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사상 및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질병

도 전염성이 있듯이 안전도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즉, 안전의식을 가진 한 

두 사람이 질서를 바로 지키기 시작하면 그들이 속한 사회가 질서를 지켜나가

고, 이는 사회 전체로 물 스미듯 번져나간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방안전교

육은 불안전한 상태와 위험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교육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은 평생교육으로써 1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

이고 반복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실시함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

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소방안전교육은 안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

본심리를 바탕으로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의 행동변화

와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한 상황 또는 상태를 나와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

는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방법으로 다른 교육과 차

별화되는 생존과 연관되는 것이다.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교육이 안전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

과 92.8%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공계기피 현상으로 어려운 물리나 화학교과가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소방과 안전을 하나로 묶어 실험위주의 소방과학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소방과 과학을 연계 교육함으로서 과

학교육과 안전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실생

활 맥락에서 과학개념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험적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체험

학습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실험은 자연과학의 고

유한 탐구방법으로 자연과학을 다른 학문과 구분하는 기준이며, 라틴어로 ‘시

도하다’를 의미한다.  소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실험교육이 병행되

어야만 보다 안전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실험위주의 소방교육은 반드시 실험수업 지도능력을 갖춘 교수자가 해당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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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해져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Ausubel(1978)은 실험을 통하여 과학의 정신이나 과학의 방법을 알게 된다

고 하였으며, woolnough와 Allsop(1985)은 실험이 보조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충분히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준비부족과 자신감 결여로 인한 탐구적 과학

교육에 대한 의지부족은 교육현장에서 탐구적 실험수업이 형식적으로 행해지

고 때로는 회피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며 과학수업에서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 원인으로 교사들의 탐구학습 지도방법의 미숙이 

꼽히고 있음에서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실험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탐색할 수 있는 구체적 

학습경험을 제공해주며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개발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처럼 과학실험은 교육적 효과를 올리는데 적절한 수업형태이지만 무엇보다

도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교사가 실험실안전에 대

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실험과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직

접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실험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불안과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자 자신이 실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험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 과학수업에 대한 불안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며, 학습자들의 성취도 

저하로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고양소방서에서 최초로 시작된 소방과학교실을 

통해 119 어린이 체험교실의 프로그램으로써 실험위주의 소방과학교실의 중요

성을 알리고, 더불어 소방관련 과학실험으로서 화학이나 물리의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반 및 청소년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실험분야로서 자

연스러운 소방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학습과 홍보영역을 개발하

여 소방과 과학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이상적인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현함

으로서 국내 어린이에 대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를 경감시키는 활성화 방안으

- 152 -



03 초빙강연 - 2

로 제안코자 한다.  그동안 일선초등학교에서 그 위험성으로 인해 별도의 소방

과 관련한 실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던 것을 소방과학교실로서 운영할 수 

있는 실험테마 약 10가지를 제안코자 한다.  

2. 실험실 사고사례 

 2.1 경기도 고양시 고등학교 실험실 폭발사고

 2006년 5월 2일 오후 7시 40분쯤 실험실에서 폭죽을 만들다가 일어난 사고

로 고양시의 한 고교에 다니는 S군등은 휴일 자율학습도중 예전에 만들어본 

폭죽에 호기심이 발동해 과학실험실에 들어갔다.  평소 열쇠는 S군을 포함한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돌아가며 보관해 왔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과학실험실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시약장의 잠금장치도 핀셋같은 도구로 

쉽게 열릴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어왔다.  S군 등은 사고 이전에도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축제용 폭죽을 수 차례 제작할 때도 담당교사가 부재중

이었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염소산칼륨, 황, 탄소, 알루미늄 등으로 4월 

‘과학의날’ 학교축제를 위해 쓰다 남은 재료를 이용해 폭죽을 만들던 도중 마

찰이나 충격에 예민한 염소산칼륨 사용도중 폭발하면서 폭음과 함께 유리창이 

박살났고 S군 등은 3-4m정도 튕겨 나가 떨어지면서 오른손가락 3개와 고막을 

잃게 되었다.

 2.2 과학실험중 화상사고

  ○○초등학교에서 지도교사는 1교시 과학시간에 화산폭발에 대한 이론을 공

부하고 2교시 음악시간에 담당교사가 결근한 관계로 화산폭발실험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운동장과 연결되어 있는 느티나무 공원 놀이터 모래장에서 실

험공간을 확보하고 실험을 하던중 화산폭발을 위한 발화점까지 예열하기 위하

여 PET병에 든 알코올을 0.4리터 가량 붓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

이 튀면서 실험을 지켜보던 4명의 학생들이 화상을 입었다.

  ○○중학교에서는 과학시간에 과학담당교사의지도로 염화나트륨등 4가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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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불꽃 반응 실험을 관찰하였다.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던 증발접시의 불꽃

이 꺼졌다는 말을 듣고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담당교사가 증발접시에 추

가로 메탄올을 붓는 과정에서 살아있던 불이 메탄올 용기로 옮겨 붙어 실험을 

관찰하던 사고학생에게 화염이 분사되어 3도 화상 (신체표면의 28%)을 입었

다.

  △△중학교에서 청소시간에 사고학생(남)은 과학준비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당시 과학보조교사는 사고학생이 점화기를 만지는 것을 보고 만지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 다른 학생에게는 개수대에서 실험도구를 씻으라고 지시를 한 후, 

다른 장소로 청소감독을 하러 가고 없었ㄷ.  한편, 사고학생은 점화기를 가지

고 불을 켜는 장난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에탄올통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하

여 전신화상 90%의 부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인 하나병원에 입원치료중 상태

가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증, 심폐부전패혈증, 다장기부전증”등의 합병증으

로 사망하였다.   

  또한, 서울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물질의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석회수의 반응을 하는 실험 도중에 담임교사가 촛불이 세워진 비커에 알코올

을 석회수로 오인하여 붓는 순간 갑자기 불길이 뿜어져 반대편 쪽에 앉아있던 

학생의 얼굴과 상체일부에 화상을 입은 사고도 있다. 발생원인은 과학조교가 

위험물질에 대해서 일반화학물질과 확연히 식별이 가능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

과 교사 또한 실험 전 위험물질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불러온 사

고이다.

  이 사고는 자칫 일선학교 교사들의 사기저하 및 창의적이고, 실험실습 중심

의 교육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시간 즉 과학

실험시간, 가사실습시간, 체육활동시간, 기계 실습시간 등의 담당 교사들은 항

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실험도구 및 체육시설, 기계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 후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도 순간의 실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사고를 불러온다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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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안전사고사례

사례 주요 내용

1

 강력한 발암물질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과학실험 재료로 버젓이 소개되고 
있음. 더군다나 이 물질을 이용한 실험 시 안전장치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
어 사실상 학생들이 발암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문
제의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도가 높은 제1류 위험물로 분류될 뿐 
아니라 강력한 산화제로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크롬산암모
늄임. 실험 시 유의사항도 중크롬산암모늄에 대한 위험성은 알리지 않고 있
고, 특히 중크롬산암모늄 분말은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점
막과 호흡기를 파괴하고 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는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음.(2003년 11월)

2

 서울 강서구의 S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화산분출 모
형실험을 하다가 학생 1명이 화상, 3명이 1～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함. 이 같은 사고는 화산분출 모형실험의 시약으로 쓰이는 중크롬산암모늄이 
발암물질이라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각 초등학교에 실험을 중지할 
것을 지시한 공문을 보낸 이후 발생함.(2004년 10월)

3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 씨름장 주변에서 화산분출에 대한 과학 실험학습 

중 폭발로 인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 7명이 손과 얼굴 상체 등에 중화상을 
입었다.(2005년 11월)

4

 고양시 한 고교에서 다니는 S군은 친구 한명과 휴일 자율학습 도중 학교 
축제 때 만들어 본 폭죽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과학실험실에 몰래 들어가 
KClO3, S, C, Al 등으로 폭죽을 만들다가 마찰과 충격에 예민한 KClO3가 폭
발했고, 폭음과 함께 유리창은 박살났고, S군 등은 3～4m 정도 튕겨 나가 
떨어졌음. S군은 이 사건으로 오른손가락 3개와 양쪽 고막을 잃었음.(2006년 
6월)

5

 중학교 1학년 A군은 학교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작실험을 하던 중 
NaOH 수용액을 몰래 빼돌려 밖으로 가지고 나와 호기심으로 길 가던 초등
학교 3명에게 뿌렸다. 그 결과 1명은 머리카락 1/3이 녹아내리는 화상을 입
었고, 옆에 있던 초등학생 2명도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
임.(2006년 12월)

6
 00공고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앞두고 학교에서 실습 중

이던 고교생이 냉동기술훈련을 하다가 냉동장비 압축기가 폭발하면서 압축기 
뚜껑에 가슴을 맞고 숨졌음.(200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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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소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그동안 소방안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에 입각한 어린

이 안전교육 분야 중 각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119 어린

이 체험교실의 역할이 상당히 컸음을 각종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의 경우 이동차량체험, 완강기 체험, 방수체험, 완용펌프체험, 

응급처치체험, 소화기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생들에게 소방에 대

한 안전의식을 교육시키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중 이동안전체험차량은 5톤 트럭을 개조한 특수 차량으로 연기피난코너, 

생활안전코너, 비상탈출 코너, 영상 코너등 생생하고 다양한 직접 체험 현장실

습을 통한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화재발생시 대처능력을 함양시키는 시스템

을 갖추고 있다.  암흑 속 연기로 가득한 가상의 화재공간에서 미로 및 장애물

을 통과하는 등 유사시 안전한 탈출방법을 익혀볼 수 있고 물소화기 체험과 

영상교육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위

급상황 시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산 교육의 장이 되고 있

으며 소화기체험은 소화기를 활용하여 목표물에 방수하는 훈련으로 유사시에 

대비하여 초기 소화활동 능력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은 각종 사

고로 생명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을 만났을 때 즉각적인 응급처치 요령은 누구

나 알아야 할 필수적인 것임을 상기시키고 붕대법과 심폐소생술의 원리와 방

법에 대해 교육되었으며 재난 시 몸에 밧줄을 매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천천

히 내려오도록 만든 도르래 모양의 비상용 기구인 완강기 체험을 통하여 유사

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등 각종 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복장이나 장비 등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해 봄으로써 

“나도 소방관”이 되었다는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지만, 직접적으로 화재와 연관된 배경지식을 습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는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의 경우 소방기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서 대해서 어떤 교육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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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소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 지난 2008년 서울소방학교에서 실시한 119어린이 체험교실에서 부모

와 인솔교사에게 인기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응급처치와 분말소화기 체험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8년 새롭게 추가된 소방과학교실의 

경우 호응도는 다른 코스별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만

족 97%, 보통 3%)를 보였다. 

그림 1. 이동차량체험 그림 2. 방수체험

그림 3. 소화기체험 그림 4. 응급처치체험

그림 5. 소방과학교실 체험 그림 6. 완강기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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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가장 좋았던 코스에 대한 만족도

  이는 기존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소방과학교실의 경우 실험내용이 다소 생소하고 

전문적인 용어들로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개인마다 

준비된 실험도구를 통해 실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여 불에 

대한 이해와 화학반응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초등학생들은 불의 위험성을 평소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본인들이 실험에 

임하면서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었다.  특히 이렇게 경험한 소방과학교실을 다른 학우들에게도 추천을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거의 95%이상이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을 줬다. 다만, 불

이라는 소재앞에서 다소 위험할거라 생각하는 학우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

였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면 더욱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경우 소방안전

과 과학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소방학교의 담당교관

들도  소방과학교실이 새로운 119 어린이체험교실의 하나의 코스별 프로그램

으로서 상당한 호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소방과 과학의 만남이라

는 테마로서 초등학생의 소방안전교육에 대부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고 지루해하기 때문에 본 소방과학교실을 최대

한 활용한다면 과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의식

을 동시에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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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과학교실 실험테마 제안

 4.1 휴지에 마찰만 해도 불이 붙는다.

 4.1.1 실험목적 및 이론배경

  보통 연소라 하면 가연물, 산소, 점화원의 3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중 점화

원 으로는 충격, 마찰, 불꽃, 정전기등이 존재한다.  이중 점화원 으로서 마찰

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자 한다.  특히, 선사시대 원

시인들은 부싯돌을 이용해 마찰로서 불을 얻었음을 교육하고, 이로운불(연소)

과 해로운불(화재)에 대해 설명한다. 본 실험에서는 화학약품으로서 무기과산

화물류 중 과산화나트륨(Na2O2)은 불연성으로 스스로 발화는 불가능하나 열, 

마찰, 충격, 타격 등으로 다량의 산소발생과 동시에 발열반응을 동반하므로 다

른 가연물의 발화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육생들에게는 단순한 마

찰만으로도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4.1.2 실험재료

  과산화나트륨(Na2O2), 약수저, 휴지, 불연성장갑

 4.1.3 실험방법

 ① 건조 상태의 휴지를 준비한다.

 ② 휴지위에 과산화나트륨(Na2O2)을 0.5g 준비하고 휴지를 잘 말아준다.

 ③ 불연성 장갑을 이용하여 양손을 마찰한다.

 ④ 화염이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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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약품끼리 섞이기만 해도 불이 붙네?

  4.2.1 실험목적 및 이론배경

  화학 약품중에서는 단순히 혼합․접촉되는 것만으로도 연소 또는 폭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로 분류되

고 있는 크롬산염류 중 삼산화크롬(CrO3)이 가연물 존재하에 제4류 위험물(인

화성액체)인 메틸알콜(CH3OH)과 혼촉되면 발화하는 실험으로 그 혼촉 발화 위

험성에 대해 알아본다.  혼촉 발화란 2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혼합․접촉하여 

발화위험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생들에게는 별도의 점화원 없이 연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소반

응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4.2.2 실험재료

  삼산화크롬(CrO3), 목분, 메틸알코올(CH3OH), 샬레, 약수저, 스포이드, 화이

어 건

  4.2.3 실험방법

  ① 샬레에 목분 1.5g을 준비한다.

  ②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목분 위에 메틸알콜(CH3OH) 5㎖를 적신다.

  ③ 메틸알코올(CH3OH)을 적신 곳에 삼산화크롬(CrO3) 1.5g을 약수저를 이

용하여 혼촉한다.

  ④ 발화원인을 생각해보고 또 이외에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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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보이지 않는 증기가 촛불을 향해 ～

  4.3.1 실험목적 및 이론배경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 유동성이 있으므

로 화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워 바닥에 체류하는 경향

이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본 실험에

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로 분류되고 있는 디에틸에

테르(C2H5OC2H5)의 연소실험을 통해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낮은 

곳으로 증기가 체류함으로서 점화원 접촉 시 쉽게 연소 및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알아본다.

  4.3.2 실험재료

  디에틸에테르(C2H5OC2H5), 연소시험기, 양초, 화이어 건, 스포이드, 천조각

  4.3.3 실험방법

  ① 바닥에 연소시험기를 설치한다.

  ② 연소시험기 아랫단 근처에 양초를 준비한다.

  ③ 연소시험기 상부에 디에틸에테르로 포화된 천조각을 올려 놓는다.

  ④ 화이어 건을 이용하여 양초에 불을 붙인다.

  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디에틸에테르의 증기는 연소시험기를 통해 흘러내

려 점화되고 불길은 증기의 발생원인 천조각까지 타올라온다.

- 161 -



03 초빙강연 - 2

 4.4 망치에도 불이 붙네?

  4.4.1 실험목적 및 이론배경

  “휴지에 마찰 만해도 불이 붙는다”라는 실험의 연속과제로서 점화원 중 충

격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한 실험이다.  일반적으로 

충격이 점화원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험으로 재현해서 보여

주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생들에게는 “망치에도 불이 붙네”라는 제목

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산화

성고체)로 분류되고 있는 염소산염류 중 염소산칼륨(KClO3)과 제2류 위험물(가

연성고체)인 적인(P)의 혼촉 시 단순히 충격에 의해 발화 폭발할 수 있는 위험

성에 대해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4.4.2 실험재료

  염소산칼륨(KClO3), 적인(P), 알루미늄호일, 약수저, 망치

  4.4.3 실험방법

  ① 알루미늄 호일을 가로 5㎝, 세로 5㎝ 정도로 자른다.

  ② 0.03g 적인과 0.03g 염소산칼륨을 호일 위에 준비한다.

  ③ 알루미늄 호일을 조심히 작게 접은 다음 망치로 충격을 준다.(접을 때의 

마찰로 인해 혼촉 발화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화염을 동반한 폭발음이 상당하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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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물로도 불이 붙네?

  4.5.1 실험목적 및 이론배경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물로 끈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화학약

품 중에서는 오히려 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걸 보여줌과 동시

에 가연물에 따라 소화방법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도록 한다.  본 실험에

서는 알카리금속의 일종인 나트륨(Na)이 물과 만나 가연성가스인 수소가스(H2)

를 발생하며 반응열을 동반하여 발화․폭발하게 된다. Na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해당하며, 공기 중의 수분 

및 물(H2O)과 반응하여 발화․폭발의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저장 시 석유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해야 한다.

  4.5.2 실험재료

  나트륨(Na), 휴지, 물, 스포이드

  4.5.3 실험방법

  ①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휴지를 적신다.

  ② 휴지위에 약0.05～0.1g 정도의 나트륨(Na)을 준비한다.

  ③ 200㎖ 비커에 물을 넣은 다음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물을 한 방울씩 천천

히 떨어뜨린다.

  ④ 나트륨의 변화를 및 발화현상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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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보이지 않는 증기에도 불이 붙네?

  4.6.1 실험목적 및 이론배경

  인화성액체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걸 알려줄 수 있는 실험이다.  일반적으로 인화성액체의 경우 

액체 자체에 불이 붙기보다는 인화성액체의 유증기에 불이 붙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로 분류되고 있는 메틸알콜

(CH3OH), 에틸알콜(C2H5OH), 아세톤(CH3COCH3), 디에틸에테르(C2H5OC2H5), 

가솔린(C5~C9)의 경우 각각 탄소의 개수에 따라 그을음 발생 정도와 불꽃반응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연소특성 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 및 소화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탄소가 1개인 메틸 알콜의 경우 불꽃색깔이 거의 무색에 가

까우며, 그을음 발생도 거의 없는 것에 비해 탄소가 5개인 가솔린의 경우 붉

은색깔과 많은 양의 그을음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4.6.2 실험재료

  메틸알콜(CH3OH), 에틸알콜(C2H5OH), 디에틸에테르(C2H5OC2H5), 스포이드, 

비커, 샬레, 화이어 건

  4.6.3 실험방법

  ① 준비된 인화성액체를 각각의 비커에 10㎖씩 넣는다.

  ② 화이어 건을 이용하여 비커에 불꽃을 가져간다.

  ③ 각각의 연소상태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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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과산화나트륨(Na2O2)과 적린(P) 혼촉발화 위험성

  4.7.1 실험목적 및 이론배경

  화학물질중에는 서로 접촉하자마자 불이 붙는 경우도 있고,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 연소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2류 위험물(가

연성고체)로 분류하고 적인(P)과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인 과산화나트륨

(Na2O2)의 혼촉 시 수분접촉에 의해 발화한다.  적인과 과산화나트륨이 혼재되

는 상태에서도 조금만 섞이더라도 혼촉 발화 할 수 있지만, 물 한방울로 그 반

응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아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로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할 

수 있다.

  4.7.2 실험재료

  적린(P), 과산화나트륨(Na2O2), 물, 비커, 스포이드

  4.7.3 실험방법

  ① 먼저 일정량의 적린(P)과 동일한 비율의 과산화나트륨(Na2O2)을 준비한다.  

  ② 각각의 시료를 비커속에 준비하고 붓으로 잘 섞어준다.

     (이때, 발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준비된 시료위에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물 한방울을 떨어트린다.  

  ④ 물 한방울이 닿자마다 화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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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종이컵 로켓발사하기

  4.8.1 실험목적 및 이론배경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방향제, 에프 킬라, 헤어 스프레이등을 재

활용쓰레기로 버릴 때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실험이다.  일

단 통 외부에 쓰여져 있는 “가연성”이라는 단어로부터 이들 물질이 가연성물

질로서 액화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이들 물질은 가연성물질로서 사용 후 깡통 속에 약간의 잔량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열 또는 높은 온도로 인해 내부에서 기화됨으로 인

해 얼마나 폭발가능성이 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본 실험을 통해 교

육생들은 재활용품을 버릴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인지시킬 수 있다.  

  4.8.2 실험지료

 메틸 알콜, 종이컵, 깡통(500ml), 파이어 건, 보안경, 불연장갑, 송곳, 불연앞

치마, 분무기가 필요하며, 실험방법은 1) 알루미늄 캔

  4.8.3 실험방법 

  ① 비어있는 알루미늄 캔의 밑부분에 송곳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② 캔 안에 메틸알코올(CH3OH) 5㎖ 정도를 분무기를 이용하여 분사한다.

  ③ 약 20~30회정도 흔들어 충분히 기화시킨다.

  ④ 파이어 건(Fire gun)을 이용하여 깡통 밑부분의 구멍이 뚫린곳에 불씨를 

제공하고 깡통이 폭발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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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거품분수 만들기

  4.9.1 실험목적 및 이론배경

  연소의 3요소중 산소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기중에 약 21%정

도 존재하고 있는 산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산소를 위험물안

전관리법상 산화성액체로 분류하고 있는 불연성의 과산화수소(H2O2)를 통해 알

아보고자 한다.  과산화수소(H2O2)에 요오드화칼륨(KI)을 촉매제로 작용하여 산

소가스(O2)를 다량 분출해낼 수 있다.  이때 분출된 거품용액에 종이를 갖다 

대면 시커멓게 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나무 젓가락을 태웠다가 

불을 끈후 이 거품속에 넣게 되면 재연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소

는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이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4.9.2 실험재료

  과산화수소(H2O2), 요오드화칼륨(KI), 색소, 메스실린더, 철판, 퐁퐁, 약수저

  4.9.3 실험방법

  ① 100㎖ 메스실린더에 과산화수소(H2O2)를 30㎖ 정도 넣는다.

  ② 철판 위에 500㎖ 메스실린더를 놓고 과산화수소(H2O2)를 붓는다.

  ③ 500㎖ 메스실린더에 퐁퐁 10㎖와 색소 1g 정도 넣는다.

  ④ 3g의 요오드화칼륨(KI)을 메스실린더에 넣는다.

  ⑤ 메스실린더에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자.

  ⑥ 반응 후 거품에 피부가 닿지 않도록 유의한다.(화상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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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연소를 도와주는 산소가스 만들기

  4.10.1 실험목적 및 이론배경

   앞서 “거품분수 만들기”의 연속실험으로 역시 연소의 3요소중 산소가스를 

직접 제조해서 산소의 성질을 알아보고자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위

험물에 속하는 염소산염류 중 염소산칼륨(KClO3)을 이산화망간(MnO2)의 존재

하에 가열하면 이 염소산칼륨(KClO3)이 열분해하여 산소가스(O2)를 발생시킨

다. 

  4.10.2 실험재료

  염소산칼륨(KCIO3), 이산화망간(MnO2), 유황(S), 마그네슘 리본(Mg), 시험관, 

집기병(250㎖), 수조, 샬레, 알콜 램프, 약수저, 고무관, 유리관, 연소숟가락, 

시험관 고무마개, 스탠드, 클램프, 핀셋등

  4.10.3 실험방법

  ① 약 1.5g의 염소산칼륨(KCIO3)과 1g의 이산화망간(MnO2)을 준비한다.

  ② 앞서 준비한 두 시약을 잘 혼합하여 시험관에 넣는다.

  ③ 산소가스(O2)포집장치를 꾸미고 알코올램프를 이용해 시험관을 가열한다.

  ④ 집기병을 이용해서 산소가스(O2)를 포집한다.

  ⑤ 연소숟가락을 사용하여 소량의 유황(S)을 점화 된 알콜램프로 가열한다.

  ⑥ 용융된 유황을 산소가스가 포집된 집기병속에 넣고 불꽃변화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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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소방과학교실의 경우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소방안전의 전

문가인 교수와 과학교사, 소방공무원 등이 연계하여 교육시키므로 일상생활에

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고, 일선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다.  특히 관차원에서 일선 소방서 및 소방학교의 119어린이체험 교육시 

소방공무원이 보조교육을 함으로서 견학교육과 소방장비를 직접 만져보고, 입

어보는 등 체험학습으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소방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게 됨으로써 장난전화 및 

방화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소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에 적극 대응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로 인해 범국민적 화재예방태세를 확립하고 특히 화재위험이 증가하

는 월동기를 대비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전국적인 방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수립이후 매년 11월중 일정기간을 집중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외 에도 연중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게 노래로서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배운다던지, 119소년단 같은 경우 조기에 

안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느끼도록 경험 시킨 것도 큰 성과이다. 

  하지만 좀 더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블루오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도전정신과 탐구심도 기르고,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도 

함께 길러질 수 있는 소방과학교실을 통해 좀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어려서부

터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소방과학

교실에 뜻이 있는 각 지방소방학교 교관들이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일상을 생

활하고, 수시로 모여서 질이 높은 수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교육부 휴무토요일 확대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각 소방

서 및 소방학교에서 예외 없이 소방안전체험프로그램을 시행토록 지침이 내려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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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히 위기탈출체험, 구조대원체험, 119 구급체험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면 어린이들에게 단순 호기심으로 교육이 진행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프로그램의 보완이 다소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서울소방학교를 비롯하여 경기소방학교, 광주소방학교 등에서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소방과학교실을 119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의 주요테마로 

활용한다면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불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더불어 소

방안전의식도 함께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

험제안내용에 대해 보다 안전하게 소방과학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

른 정확하고 세부적인 매뉴얼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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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2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사 고

경 위

• 레이저(800nm)를 활용한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레이저 취급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거울과 렌즈를 이용한 Tutorial Setup 진행(적합한 보안경 착용)

• Tutorial Setup 설치경로별 정확하게 레이저가 조사되는지 확인을 위해 보안경 벗은

후 확인하는 절차 반복 진행

* 적색 레이저 노출 보호를 위한 보안경 착용 시 레이저 조사 식별이 어려움

• 사고 당시 Setup 중간단계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단의 전원장치를 작동하고

상체를 일으키던 중 오른쪽 눈에 레이저 조사(보안경 미착용)

3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사 고

경 위

• 동물세포공학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Acrylyl chloride(500ml)를 2012년

에 구매·사용 후 남은 약 50ml를 최근 3년간 일반 냉장고에 장기 보관

* Acrylyl chloride는 인화점이 18℃로 냉장 보관 필요(4 ~ 8 ℃)

• 잔량이 있던 시약병이 제대로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Acrylic Acid와 HCl이 형성

• 반응열로 인한 Acrylic Acid가 팝콘형태인 Polyacrylic Acid로 변형·팽창되어 시약병

파손과 일부 미반응 Acrylyl chloride의 유해 증기 누출(추정)

4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5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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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7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8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9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10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11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oo대학 oo실습실에서 여학생이 직물압착롤러를 이용하여 직

물에 난연제를 입히는 실험 중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오른손이

롤러의 물림점에 말려 들어가며 발생한 상해 사고

oo대학 oo실습실에서 여학생이 직물압착롤러를 이용하여 직

물에 난연제를 입히는 실험 중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오른손이

롤러의 물림점에 말려 들어가며 발생한 상해 사고

인명피해 : 1명 (오른손의 다발성 골절 및 신경 손상)

재산피해 : 없음

인명피해 : 1명 (오른손의 다발성 골절 및 신경 손상)

재산피해 : 없음

사 고

개 요

사 고

개 요

피 해

규 모

피 해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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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13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14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라텍스 장갑이 두 실린더의 표면(실리콘)에 마찰을

일으키며 빨려 들어감

라텍스 장갑이 두 실린더의 표면(실리콘)에 마찰을

일으키며 빨려 들어감
사 고

원 인

사 고

원 인

예 방

대 책

예 방

대 책

안전방호장치 미설치
- 물림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장치 설치, 광전식

불안전한 실습방법 개선
- 직물의 투입을 도구나 기구를 이용하여 투입하는 등 위험한

실험실습의 경우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방법 개선 필요

- 표준작업(실험실습)매뉴얼 비치 및 게시

안전방호장치 미설치
- 물림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장치 설치, 광전식

불안전한 실습방법 개선
- 직물의 투입을 도구나 기구를 이용하여 투입하는 등 위험한

실험실습의 경우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방법 개선 필요

- 표준작업(실험실습)매뉴얼 비치 및 게시

15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폐액 배출을 하기 위해 폐액용기(1차)에 보관하였으나, 용기 밖

으로 냄새가 배출되는 것을 우려한 연구활동종사자가 폐액을

아세톤이 담겨있던 철 재질의 빈 용기(2차)에 옮겼으나 용기

내에서 열 반응 발생, 반응이 시작되자 이를 다시 아세토나이

트릴이 담겨있었던 2리터 암갈색 빈 유리병(3차)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유리병이 파열하며, 화학약품이 비산

폐액 배출을 하기 위해 폐액용기(1차)에 보관하였으나, 용기 밖

으로 냄새가 배출되는 것을 우려한 연구활동종사자가 폐액을

아세톤이 담겨있던 철 재질의 빈 용기(2차)에 옮겼으나 용기

내에서 열 반응 발생, 반응이 시작되자 이를 다시 아세토나이

트릴이 담겨있었던 2리터 암갈색 빈 유리병(3차)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유리병이 파열하며, 화학약품이 비산

인명피해 : 4명 (1명, 호흡기 및 각막 손상, 찰과상)

재산피해 : 추산 중

인명피해 : 4명 (1명, 호흡기 및 각막 손상, 찰과상)

재산피해 : 추산 중

사 고

개 요

사 고

개 요

피 해

규 모

피 해

규 모

16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17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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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19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00연구원 pilot plant  IT융합소재실험실(3층)에서 수열합성반

응에 의해 제올라이트를 합성하는 실험 도중 폭발사고 발생. 

당시 실험실에는 실험재료 준비를 위해 다른 건물로 이동 중

폭발사고 발생. 사고 발생 후 2층 실험실에 있던 연구원 2명

신속 대피.

00연구원 pilot plant  IT융합소재실험실(3층)에서 수열합성반

응에 의해 제올라이트를 합성하는 실험 도중 폭발사고 발생. 

당시 실험실에는 실험재료 준비를 위해 다른 건물로 이동 중

폭발사고 발생. 사고 발생 후 2층 실험실에 있던 연구원 2명

신속 대피.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약 2억원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약 2억원

사 고

개 요

사 고

개 요

피 해

규 모

피 해

규 모

20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21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22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23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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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25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26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안전밸브 전단에 니들밸브 설치

안전밸브 전단에 니들밸브(차단밸브) 가 닫힌 상태

로, 설정 압력 이상에서 안전밸브 작동 불가

안전밸브 전단에 니들밸브 설치

안전밸브 전단에 니들밸브(차단밸브) 가 닫힌 상태

로, 설정 압력 이상에서 안전밸브 작동 불가

사 고

원 인

사 고

원 인

예 방

대 책

예 방

대 책

실험기기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실험실 내 인화성 물질 규정량 이상 보관 금지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인화성 액체의 경우 보관량 40리터

이하로 제한

- 40리터 초과할 경우 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하여 보관

실험기기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실험실 내 인화성 물질 규정량 이상 보관 금지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인화성 액체의 경우 보관량 40리터

이하로 제한

- 40리터 초과할 경우 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하여 보관

27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28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안 전
인 증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밸브, 파열판 등
• 각종 보호구 :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호복 등

안 전
검 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2t 미만 호이스트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롤러기(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 등

법 적
처 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사용 최대 200만원/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 부과 기준)

29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OO대학교 실험실에서 “메틸알콜을 이용한 흑연 탈지실험”

을 위하여 탈수기에 흑연 및 메틸알콜을 넣은 후 세척을 종료

하기 위하여 탈수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자 발생된 스파크가 탈

수기 내 알콜의 증기에 착화, 화염이 탈수기 상부로 분출. 

실험자의 안면부 및 양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OO대학교 실험실에서 “메틸알콜을 이용한 흑연 탈지실험”

을 위하여 탈수기에 흑연 및 메틸알콜을 넣은 후 세척을 종료

하기 위하여 탈수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자 발생된 스파크가 탈

수기 내 알콜의 증기에 착화, 화염이 탈수기 상부로 분출. 

실험자의 안면부 및 양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인명피해 : 1명 중상, (2도 화상)

재산피해 : 경미

인명피해 : 1명 중상, (2도 화상)

재산피해 : 경미

사 고

개 요

사 고

개 요

피 해

규 모

피 해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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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31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32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oo대학교 연구실에서 지하수 정수를 위한 필터 개발 연구과제

수행 중 활성탄의 표면 개질 작업을 하기 위해 혼합용액에 활

성탄 분말이 든 비커를 가열자석 교반기에 올려 놓고 교반을

진행 중.

과망간산칼륨(KMnO4)을 주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량이 혼합

용액(황산+인산)에 주입되어 비산

oo대학교 연구실에서 지하수 정수를 위한 필터 개발 연구과제

수행 중 활성탄의 표면 개질 작업을 하기 위해 혼합용액에 활

성탄 분말이 든 비커를 가열자석 교반기에 올려 놓고 교반을

진행 중.

과망간산칼륨(KMnO4)을 주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량이 혼합

용액(황산+인산)에 주입되어 비산

인명피해 : 1명 중상, 6명 경상 (1명 3도 화상)

재산피해 : 연구실 실험기구 일부 파손

인명피해 : 1명 중상, 6명 경상 (1명 3도 화상)

재산피해 : 연구실 실험기구 일부 파손

사 고

개 요

사 고

개 요

피 해

규 모

피 해

규 모

33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34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황산과 인산과의 혼합용액에 수분 혼입

황산과 인산과의 혼합용액에 다량의 과망간산칼륨

주입

황산과 인산과의 혼합용액에 수분 혼입

황산과 인산과의 혼합용액에 다량의 과망간산칼륨

주입

사 고

원 인

사 고

원 인

예 방

대 책

예 방

대 책

실험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파악
- 실험 전 MSDS를 이용하여 유해·위험성 파악

황산은 특별관리물질로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 황산이나 인산 등 실험 중 이물질 투입에 따라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실험은 반드시 Fume hood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손을 집어

넣어 실험을 실시해야 함

실험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파악
- 실험 전 MSDS를 이용하여 유해·위험성 파악

황산은 특별관리물질로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 황산이나 인산 등 실험 중 이물질 투입에 따라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실험은 반드시 Fume hood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손을 집어

넣어 실험을 실시해야 함

35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종 류
벤젠, 1, 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사염화탄소, 에피클로
로히드린,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폼알데하이드, 납, 니켈, 안티몬, 카드뮴, 
크롬, 황산(pH 2.0 이하), 산화에틸렌(gas)

관 리
업 무

1.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일지 작성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 포함)
2. 근로자에게 특별관리대상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고지
3. 국소배기장치 설치

- 가스, 증기 : 0.4m/s
- 입자 : 0.7m/s

법 적
처 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24조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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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OO연구원 연구실에서 “증류법을 이용한 톨루엔 정제”연구

활동 중 증류기 상부로 톨루엔 용액과 증기가 비산, 동시에 수

분 제거를 위해 첨가하였던 소듐 분말도 동시에 분출되면서

착화, 폭발이 발생하였다. 

학생 1명(현장실습)은 목과 팔에 부분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다른 학생은 비산된 톨루엔 용액이 눈에 튀어 들어갔다.

OO연구원 연구실에서 “증류법을 이용한 톨루엔 정제”연구

활동 중 증류기 상부로 톨루엔 용액과 증기가 비산, 동시에 수

분 제거를 위해 첨가하였던 소듐 분말도 동시에 분출되면서

착화, 폭발이 발생하였다. 

학생 1명(현장실습)은 목과 팔에 부분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다른 학생은 비산된 톨루엔 용액이 눈에 튀어 들어갔다.

인명피해 : 1명 중상, 1명 경상 (부분 2도 화상)

재산피해 : 실험실 및 직원 휴게실 등 6개실 화재 확대

인명피해 : 1명 중상, 1명 경상 (부분 2도 화상)

재산피해 : 실험실 및 직원 휴게실 등 6개실 화재 확대

사 고

개 요

사 고

개 요

피 해

규 모

피 해

규 모

37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38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39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40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연구원의 부주의로 인한 증류장치 밀폐 실패

현장실습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미 실시

연구원의 부주의로 인한 증류장치 밀폐 실패

현장실습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미 실시
사 고

원 인

사 고

원 인

예 방

대 책

예 방

대 책

실험과정 및 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파악
- 실험 전 MSDS를 이용하여 유해·위험성 파악

실험기기 및 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증류기의 이상과압 발생 등에 따른 장치 파손 및 과압 방출

장치 설치, 증기 누출을 대비 반드시 Fume hood 내 실험

현장실습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현장실습학생의 경우 4~8주 실습 실시, 안전교육 사각지대

실험과정 및 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파악
- 실험 전 MSDS를 이용하여 유해·위험성 파악

실험기기 및 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증류기의 이상과압 발생 등에 따른 장치 파손 및 과압 방출

장치 설치, 증기 누출을 대비 반드시 Fume hood 내 실험

현장실습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현장실습학생의 경우 4~8주 실습 실시, 안전교육 사각지대

41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OO연구원 연구실에서 시약 정리 도중 질산과 개미산

(formic acid)을 폐액 수거 용기에 버린 후 마개를 닫았다. 

약 15분 후 용기가 파손되어 갈색의 기체가 발생하였고, 사고

실험실 및 인접 실험실에 근무하던 연구원들이 모두 대피하였

다. 

대피하던 중 연구원 1명이 갈색기체를 흡입하였고, 두통을 호

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귀가하였다.

OO연구원 연구실에서 시약 정리 도중 질산과 개미산

(formic acid)을 폐액 수거 용기에 버린 후 마개를 닫았다. 

약 15분 후 용기가 파손되어 갈색의 기체가 발생하였고, 사고

실험실 및 인접 실험실에 근무하던 연구원들이 모두 대피하였

다. 

대피하던 중 연구원 1명이 갈색기체를 흡입하였고, 두통을 호

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귀가하였다.

인명피해 : 1명 경상 (독성 기체 흡입)

재산피해 : 연구실 내부 바닥 오염

인명피해 : 1명 경상 (독성 기체 흡입)

재산피해 : 연구실 내부 바닥 오염

사 고

개 요

사 고

개 요

피 해

규 모

피 해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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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43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44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45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46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47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화학물질의 혼합반응에 의한 폭발

폐액 처리 전 MSDS에서 혼합금지물질 미 확인

화학물질의 혼합반응에 의한 폭발

폐액 처리 전 MSDS에서 혼합금지물질 미 확인
사 고

원 인

사 고

원 인

예 방

대 책

예 방

대 책

폐액 처리 전 화학물질에 대한 혼합위험성 파악
- 폐액 처리 전 MSDS를 이용하여 혼합위험성 파악

폐산의 경우 유기산, 무기산 해당 여부 검토
- 유기산 : 아세트산, 개미산(formic acid, 의산), 낙산(butyric

acid), 프로피온산 (propionic acid), 카프릴산

(carprylic acid) 등

- 무기산 : 황산, 질산, 염산, 인산 등

폐액 처리 전 화학물질에 대한 혼합위험성 파악
- 폐액 처리 전 MSDS를 이용하여 혼합위험성 파악

폐산의 경우 유기산, 무기산 해당 여부 검토
- 유기산 : 아세트산, 개미산(formic acid, 의산), 낙산(butyric

acid), 프로피온산 (propionic acid), 카프릴산

(carprylic acid) 등

- 무기산 : 황산, 질산, 염산, 인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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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49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50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51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52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53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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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oo대학교 연구실에서 질산(70%)을 희석하기 위해 흄후드로

옮기던 중 플라스틱 재질 시약용기의 손잡이가 파손

시약용기의 낙하로 인하여 양팔과 양다리에 화학화상을 입음

oo대학교 연구실에서 질산(70%)을 희석하기 위해 흄후드로

옮기던 중 플라스틱 재질 시약용기의 손잡이가 파손

시약용기의 낙하로 인하여 양팔과 양다리에 화학화상을 입음

인명피해 : 1명 중상 (심재성 2도 화상, 후유장애)

재산피해 : 경미

인명피해 : 1명 중상 (심재성 2도 화상, 후유장애)

재산피해 : 경미

사 고

개 요

사 고

개 요

피 해

규 모

피 해

규 모

55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56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불안전한 플라스틱 재질의 시약용기 사용으로

인한 손잡이 부분 파손 (반입시기 미 확인)

불안전한 플라스틱 재질의 시약용기 사용으로

인한 손잡이 부분 파손 (반입시기 미 확인)
사 고

원 인

사 고

원 인

예 방

대 책

예 방

대 책

실험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파악
- 실험 전 MSDS를 이용하여 유해·위험성 파악

안전관련 시설 설치
- 비상샤워장치, 아이워셔장치 등 안전관련 설비 설치

연구실 내 슬리퍼 착용 금지

실험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파악
- 실험 전 MSDS를 이용하여 유해·위험성 파악

안전관련 시설 설치
- 비상샤워장치, 아이워셔장치 등 안전관련 설비 설치

연구실 내 슬리퍼 착용 금지

57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58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59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 비상샤워장치설치위치미흡 >

문제점

개선대책

관련 근거

§ 비상샤워장치의설치 위치및 작동방법 미흡
§ 연구실내부에설치하는것은 바람직하나, 

층별 설치 개소를고려한다면복도에설치하
는 것이바람직, 쉽게 작동 가능해야함

§ 위험장소(흄후드, 위험물질취급지역)로부터
10초 이내에도달할수 있는 장소에설치

§ 누구나쉽게 작동할수 있어야함
§ 바닥에미끄럼방지조치실시해야함

§ 과기정통부, 연구실설치·운영가이드라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세안설비등의 성능

및 설치에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D-
44-2016)

Best Practice안전관리 실태

보건/위생분야 필수이행사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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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관련 사진

61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 세안장치설치 부적절>

문제점

개선대책

관련 근거

§ 세안장치의 방수구 개수부적절
§ 긴급 상황발생 시 사용자가쉽게접근하여

작동시킬수 없는 구조
§ 세안장치주위 방해물설치되어부적절

§ 일시에세척용수를 양눈에 공급가능해야함
§ 누구나쉽게 접근, 작동할수 있어야함
§ 세안장치가장자리로부터15cm 이내에는벽

이나 방해물이없어야함

§ 과기정통부, 연구실설치·운영가이드라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세안설비등의 성능

및 설치에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D-
44-2016)

Best Practice안전관리 실태

보건/위생분야 필수이행사항 I

62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

관련 사진

63

< 시약 보관방법 미흡 >

문제점

개선대책

관련 근거

§ 유해·위험성의화학물질의보관방법 미흡
§ 성상별분리 보관미흡

§ 유해·위험성의화학물질의경우적절한시약
장을 구비, 시약장내에보관해야함
(산, 염기 : 내부식성, 인화성물질: 내화성)

§ 화학물질성상별분류 후 명칭에따른 알파벳
순으로보관하는것이 적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 과기정통부, 연구실설치·운영가이드라인

Best Practice안전관리 실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화공안전분야

< 내화성능식 >

필수이행사항 I

64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관련 사진

65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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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장기 보관시약 처리 미흡>

문제점

개선대책

관련 근거

§ 장기 보관시약 처리 미흡
§ 라벨 손상, 시약변질 발생 우려

§ 시약병은깨끗하게유지하고, 라벨(Label)에
는 물질명, 뚜껑을개봉한날짜를기록

§ 개봉 후 3년 이상경과한시약의경우 폐액으
로 분류, 처리 필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Best Practice안전관리 실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화공안전분야 필수이행사항 I

67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관련 사진

68

< 시약 보관방법미흡>

문제점

개선대책

관련 근거

§ 시약 보관방법 미흡
§ 혼재 불가능한시약을동일한시약장내에

보관할경우, 지진 또는화재 및 폭발과같은
재난이발생할경우 2차 피해 발생 우려

§ 혼재 가능한시약인지여부를확인한후 시약
장 내 보관

§ 화학물질관리시스템구축시 반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험실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 과기정통부, 연구실설치·운영가이드라인

Best Practice안전관리 실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화공안전분야 필수이행사항 I

69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관련 사진

< Stanford Univ. Compatible Storage Group 
Classification System – Chemtracker >

< 위험물의혼재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1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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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재개발과
과학교육담당장학관 정 찬 규

2018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1

Contents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 이해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처리경과

1

2

3

2

과학실험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4

3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 이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물질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Ø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법제2조제6호(‘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

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

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Ø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Ø 특별교실

§ 화학약품, 인화성 물질 사용 특별교실(화학실험실) 바닥은

내화학성 및 난연재료로 마감

§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 창

§ 위험 실험재료 및 기구 등은 별도 공간에 비치

제10조 제1항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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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실험실습 시설

§ 취급주의 요하는 실험기구·전기기기·화공약품 등에 취급주의 안전표시

부착

§ 인화성 물질 취급 실험실은 환풍기, 소화기, 모래주머니 비치

§ 비상 대피로 확보, 정기적 안전점검, 안전 수칙 제작·비치

§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리고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

§ 화학약품에 라벨 부착, 폐수·폐시약 별도 저장용기에 분리 보관, 

전문가 위탁 배출

제10조 제1항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공

§ 경고표시 부착

§ MSDS 게시·비치

§ 취급근로자 MSDS 교육

§ 기타사항

Ø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GHS 그림문자

폭발성_
자기반응성_
유기과산화물

인화성_
물반응성
자기반응성_
자연발화성_
자기발열성_
유기과산화물

급성독성

호흡기과민성_
발암성_

생식세포변이
원성_
생식독성_
특정표적장기
독성

수생환경
유해성

산화성 고압가스
금속부식성_
피부부식성_
심한눈손상성

경고

8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경고표지】 【MSDS 요약정보 】

산업안전보건법

9

Ø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 검색
http//msds.kosha.or.kr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등

화학물질관리법

Ø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10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 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Ø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11

화학물질관리법

Ø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유해·위험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6. 공급자정보

7. 국제연합번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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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Ø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

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

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

13

Ø 제2조(정의) 4호(폐수), 7호(수질오염물질), 8호(특정수질유해물질)
Ø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수질오염물질),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제6조(폐수배출시설),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Ø 폐수처리 기준
§ 100㎡(30.3평) 이상의 면적을 갖는 고등학교의 이화학실험실은 시장, 

구청장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받아야 함(1일 실험실 폐수
발생량이 100L 미만인 경우 제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또는
위탁처리

§ 초,중학교 및 100㎡(30.3평) 이하의 면적을 갖는 고등학교 이화학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을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처리

§ 폐수 수탁처리 관련 증빙서는 향후 3년간 보존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48종의 수질오염 물질과 2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규정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유독물질을 지정 고시

물환경보전법

14

Ø 폐수처리 기준
§ 폐수는 실험기구는 2회까지 세척한 폐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각 학교에서는 20L 용기(두꺼운 합성수지제, 뚜껑 부착)에 산, 염기, 유기물, 

무기물 등 4종 이상으로 선별하여 보관한 후에 위탁 처리한다. 단, 수집용기는

유색용기를 사용하거나 유색용기가 아닌 경우는 색깔이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일반용기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실험․실습이 끝나면 현장에서 개별처리가 어려우므로 수집폐수는 성상별로

별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일정량 수집되었을 때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5

물환경보전법

제8조(보상하는 손해)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

한 사고로 인하여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 이외의 제

3자(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제외)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이하 "대인손해"라 함)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이하 "대물손

해"라 함)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등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가입자(피공제자)의 고의

2. 피해자의 고의

등등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

16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학교안전공제회)

17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Ø 과학실험 기구 만지다 실명

○○여자중학교
2006.5.30. 10:44분경 같은 반 학생들이 실험을 위해
드라이아이스가 든 보온통을 과학실에서 교실로 들고 와 억지로
보온병을 열다 마개가 압력으로 열리면서 튀어 올라 옆으로
지나가던 사고학생의 눈에 맞아 실명함. 
학생들의 연락을 받은 담임교사가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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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화산 폭발 실험 중 화상

◯◯ 초등학교 6학년
이◯◯ 등은 마침 열려져 있는 과학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과학실로 들어
가 그 곳 실험대 서랍 안에 있던 메틸알코올과 실험대 위에 있던 중크롬산
암모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화산분출실험을 하였는데 같은 날
11:20경 1차례 실험이 성공하자 아직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실험
을 계속하기 위하여 김△△는 중크롬산암모늄을 모래상자에 더 붓고 이
◯◯는 불이 꺼진다고 하면서 알코올통을 들고 모래상자에 알코올을 통채
로 붓다가 갑자기 불이 알코올통으로 옮겨붙어 알코올통이 폭발하면서 이
◯◯의 옷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이○○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
서 입원가료 중 같은 해 6. 2. 13:50경 화염화상 3°70%, 패혈증으로 사망하
기에 이르렀다.
⇒ 합의금 107,000천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회비 금 40,000천원을 공제
한 나머지 금67,000천원을 손해배상금 지급 à 기타 정상 참작, 10차례의
표창 등 성실성을 인정받아 약 1/3을 감액한 45,000천원 지급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19

Ø 판단(화산 폭발 실험 중 화상)

1. 피고1의 주장
• 실험보조원 : 과학실 출입 통제, 내부 정리·정돈 등 관리 책임 맡고 있음
• 피고1 : 담임, 과학분야 특활부서 담당교사 à 과학실 관리자 임무 맡음

석유 사용 등 화산분출실험 유의사항 충분히 학생들에게 주지시켰고,      
사고는 수업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실험보조원이 자리를 잠시 비운
시간에 발생

• 사건 사고 책임은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실험보조원에 있다고 주장
• 또한 학생이 허락을 받지 않고 과학실 출입, 석유대신 알코올을 통째로

붓다가 사고 발생 à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
2. 반박 요지
• 과학실 관리 책임자 정은 피고1, 부는 실험보조원
• 열쇠는 피고1이 관리, 실험보조원은 피고1로부터 열쇠 받아 문 개방, 

수업보조, 실험 후 약품 및 기자재 정리 등 과학실 관리업무에 종사
• 위 과학실은 지도교사 책임 하에 연중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개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à 관리책임은 실험보조원에게 있다는
면책주장 이유 없음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20

2-1. 반박 요지
• 피고1에게는 과학실을 자신의 책임 아래 개방하되 자신 및 실험보조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를 절대로 개방하여서는 안 됨
• 폭발성 및 인화성이 강한 화공약품은 약품상자에 넣고 잠금장치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호기심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위험한 화공
약품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할 중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게을리한 채 자신 및 보조원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과학실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고 또한 위험한 실험약품인 알코올을 실험대 서랍 안
에 잠금장치 없이 넣어 두고 같은 중크롬산암모늄을 실험대 위에 놓은
채 그대로 방치함

• 학생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위 피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한 화공약품 등을 취급·관리
하는 과학담당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
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
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면책주장 역시 이유 없음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Ø 판단(화산 폭발 실험 중 화상)

21

2-2. 반박 요지
•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위 화산분출실험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판단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이나 보조원의 허락 없이 위 과학실에
몰래 들어가 올바른 실험방법이 아닌 위험하고 부주의한 방법으로 화산
분출실험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 피고 1이 학생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나 위 과학실을
관리함에 있어서 게을리한 과실의 정도, 위 과학실의 직접적인 관리·감
독은 과학담당 교사인 피고1이 담당하는 것이고, 

• 피고2(학교장)은 간접적인 관리·감독책임만을 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피고2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2가 약
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
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하
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 피고2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Ø 판단(화산 폭발 실험 중 화상)

22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 사고 원인

○ 지도교사의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 부재

○ 위험물질 방치 및 사용에 따른 대책 미흡

○ 실험자료실 열쇠관리 및 담임교사의 자습지도 소홀

○ 위험 물질 사용에 따른 실험실습 시 안전수칙 미 이행

23

▣ 예방대책

○ 지도교사 또는 담임 인솔 하에 실험자료 대여

○ 열쇠 인계인수 및 관리 철저, 아동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쇠 주지 않기

○ 과학보조교사 자료실 이탈 금지

○ 실험 시 보호구 반드시 착용

○ 위험 물질 보관 및 관리 철저

Ø 불꽃 반응 실험 중 화상

○○중학교 3학년
2006.5.29. 13:56경 과학시간에 과학 담당교사의
지도로(시범실습) 염화나트륨 등 4가지 시료의 불꽃반응 실험을
관찰 하던 중, 염화나트륨이 들어 있던 증발접시의 불꽃이
꺼졌다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담당교사가 증발접시에 추가로 메탄올을 붓는 과정에서
살아있던 불이 메탄올 용기로 옮겨 붙어 실험을 관찰하던
사고학생에게 화염이 분사되어 3도 화상 (신체표면의 28%)을
당함. 
사고 즉시 사고학생(남)은 보건실에서 응급조치(식염수 등)를
받고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치료 후, 당일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화상 치료를 받음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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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원인

○ 실험실습 전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미흡

○ 학생 안전거리 미확보

○ 여러 차례 실시한 경험에 비추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교사의 부주의

○ 실험실습 시 위험 물질(알코올 등) 사용 방법 미흡

▣ 예방 대책

○ 과학 실험 시 실험 방법・요령 및 주의 사항 등 사전 안전 교육 실시

○ 과학 실험 전․후 임장 지도 및 실험 시 안전거리 유지

○ 올바른 기계류 사용법, 보호 장구 착용 지도 철저 필요

○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는 실험은 가능한 영상지도 자료로 대체

○ 무리한 실험실습 강행 금지

○ 실험실습 전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 조치 철저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25

Ø 실험 실습 중 부상

○○초등학교 6학년
2001.12.06 13:20경 OO초등학교 과학실에서 6학년 10반
과학실험실습시간에 물질의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석회수의 반응을 하는 실험 도중, 담임교사인 OOO교사가 촛불이
세워진 비커에 알코올을 석회수로 오인하여 붓는 순간 갑자기
불길이 뿜어져 반대편 쪽에 앉아있던 OOO학생(남)의 얼굴과
상체일부에 화상을 입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판결금을 원고인 사고학생의 학부모에게
지급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OOO교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000여만원 구상조치 함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26

Ø 실험 실습 중 각막 손상

○○초등학교 6학년
사고개요 2008년 6월 26일 11시 50분경 사고학생의 지도교사가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에 의한 수소기체발생” 실험 중 1차 실험에서
기체가 발생하였으나 불꽃반응이 없어 소량의 마그네슘을 추가하여 2차
실험을 실시함.
잠시 후 발생한 기체에 불꽃이 점화되어 큰 폭발음과 함께 유리관과
삼각플라스크의 유리 파편이 사고학생의 눈에 튀어 각막 열상 진단
을 받은 사고
☞ 사고원인 : 실험 중 잘못된 시약 사용량에 의한 폭발사고
☞ 예방대책 : 실험 지도서와 이전 실험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실험 실시
☞ 처리경과 : 공제회 요양급여 지급

○○초등학교 4학년
식초와 탄산수소나트륨을 재료로 하는 실험을 마치고 약품을 수거하던 중
장난을 치다 식초가 눈에 튀어 각막손상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27

▣ 사고 원인

○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일반화학물질과 확연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지 않음

○ 교사 또한 실험 전 다시 한 번 정확히 위험물질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불러온 결과

▣ 예방 대책

○ 항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실험도구 등을 철저히 점검 후 교육을

실시

○ 학생들에게도 순간의 실수가 사고를 불러온다는 주의환기 필요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28

Ø 실험 실습 중 유리 깨어져 부상

○○고등학교 1학년

사고개요 1998년 5월 26일 11시 00분경 사고학생의 지도교사가

“열량계 제작을 통한 헤스의 법칙 확인” 실험 중 A군이 비커가

깨어져 손바닥이 5cm 이상 베이는 사고 발생

○○고등학교 2학년

피펫 필러에 피펫을 끼우는 도중 피펫이 깨어져

검지가 베는 사고 발생(유리파편 제거 수술)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29

Ø 실험실 청소시간 폭발로 인한 화상1

○○중학교 1학년

2007년 7월2일 □□□(남)학생이 청소시간에 과학준비실에서 점화기를

가지고 놀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에탄올통이 폭발하면서 전신화상(90%, 

2도-3도-4도)사고를 당하여 화상전문병원인 하나병원에 입원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증, 심폐부전패혈증, 다장기부전증 등

합병증으로 7월26일 18시 53분경 사망하였음.

(과학보조 OOO는 □□□ 학생이 점화기를 만지는 것을 보고 만지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 △△△, ◎◎◎ 학생에게는 개수대에서 실험도구를

씻으라고 지시한 후, 물상실로 청소감독을 하러 갔으며 △△△ 학생은

뒤쪽에서 '탁탁'하는 점화소리 5-6회 정도 들었다고 함)

▶▶책임의 근거는?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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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책임의 근거(알코올통 폭발)

1. 과학부장
• 과학준비실의 관리책임자로서 가스라이터형 점화기와 인화성이 강한

에탄올을 함께 방치,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의 장난에 의한 화재나 폭발
위험성 높음

• 학생들의 접근이 금지된 장소에 보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감독하거나 과학보조교사를 통한 지도를 해태한 잘못

2. 과학보조교사
• 과학준비실 청소책임자로서 학생이 가스라이터 작동하는 것을 보았고, 

평소 장난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도 주의만 주었으며, 위험 도구 및
약품을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조치를 하는 의무를 해태한 잘못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학생은 중1학년으로 다소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 하여도 인화성이

강한 에탄올통에 점화기로 점화할 경우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연령이었음

• 점화기 작동하다가 보조교사로부터 주의를 들었음에도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잘못. 손해배상 확대에 기여. 피고의 책임 비율 50%로 정함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31

Ø 실험실 청소시간 폭발로 인한 화상2

○○ 중학교

2008년 실험실 현대화 후 오래된 고체 폐시약을 폐수통에 넣어 처리하다가

폭발 사고로 실험보조원 화상, 입원

○○ 중학교

2017년 4월 밀폐형시약장 정리 중 오래된 나트륨(Na)을 소금(NaCl)으로

잘못 알고 시약병을 개수대에서 세척 중 폭발, 학생 및 교사 화상

⇒ 학생 각막 손상, 수술 후 회복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32

▣ 사고 원인

○ 과학실 실험도구에 대한 관리 및 사용지도 미흡

○ 과학실 실험도구 관리 미흡

○ 화학약품, 폐수, 폐시약 관리 미흡

▣ 예방 대책

○ 과학실 등 기자재 관리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 청소 등 활동 시 교사 및 학생 간에 학생들의 동향 관찰 및 지도

○ 폐수, 폐시약을 정해진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33

Ø 과학축제 등 화상 사고

○○고등학교 2학년
2001년 10월 18일 15:30경 프라모델반 작업실에서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방과 후 축제에 출품할 작품을 만들던 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학생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때마침 신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학생의 좌측 손에 불이 붙어 3도 화상을 입음

○○ 고등학교 3학년
2004.9.11. 14:30경 ◌◌제(학교축제) 특활발표회 중 과학반의 전시발표에서
화학쇼팀에 소속되어 있던 사고학생(남)은 에탄올에 불꽃반응을 하는 염을
섞어 여러 가지 색 불꽃을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알코올을 보
급하기 위해서 수조에 부을 때 불꽃이 남아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
여서 폭발이 일어 불길이 상의에 옮겨 붙게 되어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이
미 화상을 입음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34

▣ 사고 원인

○ 지도교사 임장지도 미흡

○ 알코올 램프의 교체 없이 장시간 사용

○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

○ 학교수업 종료 후 자율적으로 학교에 남아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관리 소홀

○ 신나 등 인화성 위험 물질을 지도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임의로 사용

○ 학생들이 학교에 통보와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학교에 남아 축제 준비

○ 실험실습 시 위험 물질(알코올 등) 사용 방법 미흡

▣ 예방 대책

○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사의 임장지도 필요

○ 알코올 램프를 과도하게 오랜 시간 사용 금지

○ 수업 종료 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 철저

○ 동아리방에서 인화성, 휘발성 위험 물질 사용 금지

○ 축제준비일에도 지도교사의 임장지도 하에 준비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35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처리경과(학교안전공제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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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안전사고 보상사례

[물질분리 실험 중 알코올로 인한 얼굴 화상]

○○초등학교 3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3월 26일 12시경 사고학생이 교실에서 책상 4개를 붙이고
“가루 혼합물 속에 들어 있는 물질 알아내기” 실험을 하던 중 같은 조 학생
들이 서로 자세히 관찰하려다 책상이 밀려 쏟아진 알코올에 불이 붙음
이후 지도교사가 책에 붙은 불을 급히 소화하였지만, 사고학생과 남학생 두
명의 얼굴에 중화상을 입은 사고

사고원인 1. 과학실이 아닌 일반교실에서 실험(책상 4개를 붙여 사용)
2. 보조교사 없이 지도교사 혼자서 실험(학급전체 관리엔 역부족)

예방대책 1. 실험은 반드시 과학실에서 실시
2. 저학년에 대한 실험은 고학년으로 바꾸거나 영상물로 대체

처리경과 ◦ 공제회 : 공제급여 미청구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처리경과

37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처리경과

Ø 안전사고 보상사례

[열전도 실험 중 알코올로 인한 전신 화상]

○○초등학교 4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10월 23일 11시 15분경 과학실에서 열전도 실험을 위해 6

명이 한 조가 되어 실험 중 사고학생이 책상에 알코올을 쏟아 불이 붙음

이 때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까이에서 보던 사고학생의 앞 머리카

락과 상의에 불이 옮겨 붙어 머리, 목, 몸통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은 사고

사고원인 1. 실험 시 지도교사의 안전지도 부족

2. 실험 시 위험물질 사용방법 지도 미흡

예방대책 ◦ 실험 시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는 지도교사의 세심한 관리 필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38

과학실험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9

제장부 관리

40

점검항목 문제점 및 개선사항

폐수처리
대장

폐수 처리실적 관리 필요, 3년간 보관(법적 준수사항)
처리 결과 장부에 작성

안전
점검표

월 1회 점검 시 실질적 체계적 점검 필요
점검결과 특이점 및 개선사항 기록

안전교육
자료

실험 관련 안전교육 실시한 실적 자료 비치 필요
안전사고 시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임

MSDS 
자료

교육청 배부 책자 외 실질적 MSDS 관리 필요, 실적 관리
새로운 시약 구입 시 제조업체로부터 MSDS 받아 보관
실험 시 사용하는 시약에 대한 MSDS 학생교육 필요

시약 관리
대장

재고량 및 사용 시 사용량 시약관리 대장에 기재
실험실습 대장과 연계하여 관리

시설 관리

41

점검항목 문제점 및 개선사항

출입구, 
벽체 등

가벽 설치 시 유의, 방염 재질 사용

전기시설

전선 어지럽게 연결되거나 바닥에 노출되어 있거나 피복이
벗겨져 있지 않도록 정리 필요, 몰딩 처리
문어발식 콘센트 확장 지양
싱크대 옆에 콘센트 있어 물이 튈 우려, 덮개가 있는 콘센트 사용

배전반/
소화전함

배전반 표시, 다른 유인물 부착 안되게 관리 필요
앞에 물건이 쌓여있지 않도록 정리 필요

비상구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필요
비상구 및 대피로 표시등 부착
화재 시 잘 보이게 LED 안내등 부착

환풍기 환풍기 가동여부 확인, 주기적 청소 및 환기 필요

비상 설비

42

점검항목 문제점 및 개선사항

비상
샤워기

비상 상황 발생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작동 여부 수시 점검하여 비상 시 대비

안구
세척기

수압 등 작동 여부 점검
세균 번식 막기 위해 주기적 작동
찾기 쉽게 위치 표시

흄 후드

시약을 많이 다루는 화학실에 흄 후드 설치 필수
시약 조제 및 배부 시 활용 필수
폐기물 보관 금지, 내부 청결 유지
멀티콘센트나 다른 스파크원 제거
흄 후드 배기구가 창밖에 위치해 배기가스 재유입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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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관리

43

점검항목 문제점 및 개선사항

냉장고
실험실 내 냉장고는 시약 보관 전용으로 사용
음식물 보관 금지 표지 부착

건조기
기구 건조용인지 식기 건조용인지 구분되도록 사용 용도 표시
실험실 내에는 식음용 제품은 비치 금지

기구
보관장

액침표본병, 부피실린더 등이 지진, 충격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보관 용기에 넣어 보관하거나 안전바 칸막이 사이에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필요
지진대비 벽체와의 고정 장치 설치 필요

44

안전장구/용품 등

점검항목 문제점 및 개선사항

구급약품 유통기한 정기적 점검 또는 장부에 유통기한 관리로 교체 필요

실험복
실험실 내에 보관 시 오염 가능성 높으므로 실험 안 하는 장소에
비치, 실험 시 상시 착용

보안경

포장이 안 벗겨진 채로 보관된 경우가 있음
실험실 출입 시에 반드시 착용 의무화
시약을 다룰 때 학생 및 교사 반드시 착용
일반 안경 위에 착용할 수 있는 보안경 구비

마스크
용도에 따른 방독/방진 마스크 구분 사용 필요
유독 가스 흡입 가능성이 높은 시약을 취급하는 경우 방독
마스크 착용 필수

소화기 정기적으로 유효기한, 충전상태, 손상여부, 압력저하 등 점검

소방담요/
방화사

눈으로 식별하기 좋은 벽면 상단 위치에 비치
방화사는 소화기 근처에 보관함에 보관

시약/폐수/폐시약 등 관리

45

점검항목 문제점 및 개선사항

시약
재고 조사 후 시약 구입 철저,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입
(밀폐형)시약장에 시약 보관 시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 
산과 같이 깨어지면 위험한 시약의 경우 가급적 아래쪽에 보관

용액
용액의 경우에도 보관용기에 물질 라벨 및 경고표지 부착 필수
실험 후 청소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폐수
두꺼운 합성수지 재질의 정사각형 형태의 통에 성상을 잘 알아
볼 수 있게 색깔별로 구분 표시하여 보관
산성계, 알카리계, 유기계, 무기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

폐시약
마개가 부식되거나 깨어진 경우, 부풀어 오른 경우와 라벨이
탈색된 폐시약이 많아 유독 가스가 새어나와 인체에 노출 우려
새어나오지 않게 밀봉 조치 필요

부탄가스
시약장 옆에 다량 보관해 위험성 큼
환기 잘되는 다른 장소에 보관, 필요한 만큼 소량 구입

기타

46

점검항목 문제점 및 개선사항

안전교육
계획

학년초 전체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험 전 5분 안전교육 실시
비상 사태 대비 응급조치 및 대피 훈련 실시
안전교육 실적 관리, 학교 교육계획서에 과학실험 안전교육
계획 작성

안전수칙
게시

낡은 버전의 오래된 과학실험실 안전수칙 게시하지 않도록 관리
교육청 등 배부 자료 제작 비치
병원, 소방서, 담당교사 등 비상 연락처 게시

교원 자체
연수

학교 자체 연수가 실질적 연수가 되도록 운영
안전연수 적극 참가. 연수 후 주요 내용 전달 연수 필수
학교자체 안전점검 시에도 동반 점검 필요
안전 관련 법령, 안전 사고 사례 연수
실험 주제별 안전사고 위험 요소 파악, 사전 대비

47

ü 화학약품, 폐수 및 폐시약 관리 철저

ü 실험 전 위험요소 숙지, 사전 안전교육 철저

ü 응급 조치 및 상황 대처 요령 숙지

ü 실험 시 보호구 반드시 착용 지도

과학실험과 안전 모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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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on LE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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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의 두 얼굴

20180825
Dongsun Park, DVM, Ph.D

Department of Biolog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응급상황의 발생

심폐소생술 순서 무산소증/저산소증

§ 무산소성 뇌 손상

- 뇌가 산소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 뇌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산소가 필요함

- 무산소성 무산소증; 뇌로 산소 공급이 안되는 상태

- 빈혈성 무산소증; 혈액이 충분한 산소를 수송하지 못하는 상태

- 독성 무산소증; 독성 물질이 혈액에서 산소와의 결합을 방해하는 상태

§ 저산소성 뇌 손상

- 뇌가 약간의 산소를 공급받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상태

§ 원인

- 심장질환 또는 심장손상, 질식(익사), 가슴 손상, 감전, 심한 천식 발작,
중독, 약물 과다 복용

저산소증 후의 뇌손상

Chia-Yi Kuan et al. J. Neurosci. 2004;24:10763-10772

산소의 성질

§ 평균 원자량: 15.9994

§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

§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

§ 화학적으로 매우 활성이 높은 원소

- C + O2 → CO2
- 4Al + 3 O2 → 2 Al2O3

- S + O2 → SO2
- 3 Fe + 2 O2 → Fe3O4
- 4 P + 5 O2 → 2 P2O5
- 2 Cu + O2 → 2 CuO
- 2 F2+O2 → 2OF2(이 경우 산소는 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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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에서의 산소

§ 광합성

- 이산화탄소와 물을 사용하여 탄수화물과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

6 CO2 + 12 H2O + 빛 에너지 → C6H12O6 + 6 O2 + 6 H2O

생물학에서의 산소

§ 세포호흡

- 세포 호흡과정에서 산소를 사용

C6H12O6 + 6 O2 → 6 CO2 + 6 H2O + 에너지

생물학에서의 산소

§ 대기의 생성

생물학에서의 산소

§ 대기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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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에서의 산소

§ 활성 산소

- 산소가 물로 환원될 때 불완전 환원이 되어 생기는 화합물

활성 산소의 생성

ROS에 의한 DNA의 변화 ROS에 의한 지질의 변화

생물학에서의 산소

§ 활성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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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동물모델

l Ischemic stroke
§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odel

§ Photothrombosis model

l Hemorrhagic stroke
§ SHR-SP rats

MCAO      PT

산소
아군인가, 적군인가?

산소
아군인가, 적군인가?

화재 산소 중독 (oxygen poisoning)

§ 고도의 분압에서 분자 산소를 장기간 들이킬 때 악영향을 미치는 증상

§ 중추신경계; 고압 조건에서 발생하는 의식 상실 및 경련

§ 폐; 장기간 산소의 압력 상승에 노출되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발생

§ 눈; 장기간 산소의 압력 상승에 노출되면 눈의 변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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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의 역할

NO의 역할 NO의 역할

NO의 역할

Duration 48 hr 72 hr

La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Medium Cells Medium Cells

B Cells IFN-γ Cells IFN-γ

C LPS-10 +LPS-10 LPS-10 +LPS-10

D RR-100 +RR-100 RR-100 +RR-100

E WR-100 +WR-100 WR-100 +WR-100

F GL-100 +GL-100 GL-100 +GL-100

G

H

산소
아군인가, 적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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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G

2nd Leading Cause Of Storm 
Deaths In U.S.

Kills More Than 
Hurricanes And Tornadoes 
Combined!

Kills ~ 100 / Year

Kills ~ 10% Of Those Struck
Elusive Data
30 - 50% Under-Reported

10 심포지움 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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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lightning
( )

Forked lightning ( )
Ribbon lightning
( : )

Bead lightn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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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탐구도구의 어포던스
: 과학탐구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손미현

1. 연구의 필요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 탐구는 일상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상황을 통해 과학 지식과 탐구 방법

을 즐겁게 학습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교육부, 2015). 과학탐구수업의 활

성화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학탐구도구이다. 도구는 과학 탐구의 핵심적 요소로

(이선경, 2004) 탐구 맥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당한 도구를 선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탐구와 본질적

으로 유사하므로 단순한 실험 기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이재원, 2017).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초자류 위주의 과학 실험 도구 이외에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IoT 기반의 센서, MBL, 정보를 검색하

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PC와 테블릿 등을 보급하고 있다. 이 중 IoT 기반 센서는 기존의 MBL과 같은 피

지컬 센서류의 실험도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IoT(Internet of Thing, 이하 IoT)는 사물인터넷과 같은 말로 가전제품 전자 기기 및 스마트 홈 스마

트 카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이다

(Gubbi, J. et al, 2013). 이제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과학 탐구는 닫힌 상태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실험 후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최취임, 이선경, 2017) IoT 기반 센서의 도입

은 탐구의 장을 실제 자연 환경으로 확대시켜 줄 수 있다. IoT 기반 센서로 측정한 데이터의 경우 관련

된 여러 요소의 상관관계를 찾아내어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이터 과학의 과정과 유사하다

(Ceccucci, 2015).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는 기존 탐구실험의 수집된 자료와는 달리 아직 정형화되지 않

은 형태의 데이터로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수단적 목적을 가지므로 실험 결과를 이끌어내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탐구 수업에 새롭게 도입된 IoT 기반의 탐구도구와 출력된 데이터는 과학 

탐구의 목적에 도달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도구와 데이터가 갖는 어포던스를 알아보고

자 한다.

2. 어포던스란?

  데이터와 센서라는 도구가 어떠한 행동이나 지각을 이끌어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것들이 갖는 어포

던스를 알아보고자 한다. 어포던스(affordance)의 사전적 의미는 ‘유도하다’ 라는 의미로 

Gibson(1979)은 세상과 행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깁슨의 어포

던스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나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기억, 재현 추론 등의 노력없이 사용자가 

바로 지각하는 사용상의 유용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대합실의 칸막이를 강화유리로 했더니 너무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강화 유리 대신 합판으로 대신하였더니 깨지지는 않았지만 낙

서가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강화 유리는 깨고 한판에는 낙서를 하는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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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합판이 가진 각각의 어포던스이다. 깁슨과 같은 생태심리학적 접근에서 학습은 학습자와 환경이 의

미있는 관계를 맺으며 융합되는 경험으로(Barab et al. 1999). 지각을 통한 경험에는 환경

(environment), 정보(information), 정보채택(piclup of information)이라는 구성요소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Gibson & Pick, 2000). 즉,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의 어포던스와 학습자와의 사이

에 의미있는 연결이 필요하다.  

  1980년대 부터는 제품디자인과 HCI(Ho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 어포던스의 의미가 사용되

면서 Norman(1990)은 ‘인지(perceived)’에 중점을 두어 어포던스를 설명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HCI

와 관련하여 ICT 교육에서 주로 학습 환경 및 디자인 부분에 어포던스 개념이 적용되었다. Norman의 경

우는 인지심리학적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으로 깁슨과는 달리 어포던스는 인위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어포던스를 물리적 어포던스와 인지적 어포던스로 나누었다(표 1).Gibson 과 Norman의 가장 

큰 차이는 Gibson은 어포던스를 행위 가능성으로 정의하지만, Norman은 행위 가능성과 그 가능성이 전

달되는 방법 모두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인지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학 교과에서는 과학관 전시물이 활동을 유발하는 학습 어포던스(신현정, 2011)와 과학관 전시물 안

내 어플리케이션의 탐색적 어포던스(이동은 2013), 과학탐구에서 나타나는 도구의 의미에 대한 어포던

스적 관점의 연구(이재원, 2017)가 있었다. 이 모든 연구는 Norman의 관점에서 본 인지적인 어포던스로 

물리적인 특성으로 기인한 어포던스 뿐 아니라 과학학습을 유발하는 잠재력 역시 어포던스에 포함시키

고 있다.

  Norman은 어포던스의 개념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더욱 강조하였다면  Hartson(2003)은 Gibson과 

Norman의 어포던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어포던스의 개념을 상세화하였다. 사용자가 도구의 어포던스를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같은 도구에서도 다른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서 어포던스의 개념

은 점차 확대되었다(송해덕, 박형주,2009). Hartson은 Norman의 지각된 어포던스를 인지적 어포던스로, 

실제 어포던스는 물리적인 어포던스로 분류하였으며 감각적 어포던스와 기능적 어포던스를 추가하였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 개념이다. 어포던스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Kirschner 외 3인은(2004) 교육을 항상 기술적, 사회적, 교육적 맥락과 어포던스의 조합이라고 언급하

면서, 교육적 환경에서의 어포던스를 기술적 어포던스(technological affordance), 교육적 어포던스

(educational affordance), 사회적 어포던스(social affordance)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어포던스는 생

태적 관점에서 발생하였으나 지금은 공간, 환경, 정보시스템, 교육,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사용된다(박형주, 2012).  

유형 정의 특징

물리적 어포던스
어떤 것을 조절하거나 작동시키기에 충분히 잘 
보이거나 혹은 잘 잡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이해시키거나 읽을 수 있
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적 어포던스 
시각적인 정보나 단서 혹은 실마리를 제공함으
로써 일을 실행 가능하도록 생각의나 의도를 도
와주는 것

물리적인 행동을 계획하도록 이
끌어 주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 

표 1.  Norman(1990)의 어포던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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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탐구도구란?

  디지털 탐구도구란 IoT 기능을 활용하여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 및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탐구활동을 지원하며, 탐구과정 및 결과를 디지털로 저장한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이에 따라 MBL 

실험에 비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oT 기반 센서 탐구도구를 디지털 탐구도구로 지칭한다. 디지털 탐

구도구는 과학 실험에서 사용하는 기존 MBL과 같은 센서류의 실험도구와는 달리 IoT 기능이 있어 데이

터 측정 및 전송이 실시간 이루어진다. 또한 MBL 실험이 기존이 연역적 실험탐구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

면서 한 두 가지의 종속 변인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반해, 디지털 탐구도구는 실생활에서 의 자

료를 복합 센서를 이용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에 모은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탐구 활동에서 사용

한 디지털 탐구도구는 공기의 질은 나타내는 도구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을 측정

하고 이를 계산하여 공기의 질을 나타내는 AQI(Air Quality Index) 지수로 표현하는 측정기기이다. 공

기의 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온도, 이산화 탄소 농도, 습도 등을 부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측

정값과 계산값은 엑셀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와이파이 상태에서는 실시간 스마트폰 

앱으로 수치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1 . 실시간 데이터
를 엡에서 확인 가능

              
그림 2 . 본 연구에 활용된 디지털 탐구도구(Airvisual 
node)

           
4. 연구의 결론 및 제언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과학 수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닫힌 교실에서의 탐구에서 벗어나 실생활 속에서의 탐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탐구도구가 학생

들의 과학 탐구 활동에 이용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개월간의 참여관찰과 면담자료, 학생들의 보

고서 및 산출물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탐구도구가 과학 탐구활동에서 어떠한 어포던스를 갖는지 찾아내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디지털 탐구도구가 갖는 어포던스는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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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디지털 탐구도구는 학생들의 ICT 역량강화와 흥미를 고취한다. 디지털 탐구도구는 학생들이 일

반적으로 접하던 닫힌 교실 상황에서의 탐구도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측정한다. 

따라서 탐구도구에 대한 생경함과 측정값에 대한 익숙함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구에 대한 학습 및 도구

가 측정하는 값에 대한 학습 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디지털 탐구도구가 전송한 데이터의 양

은 평소 학생들이 실험하던 데이터와는 다르게 복합적이며 다양한 변인을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학습

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학습 방법을 Youtube나 동

료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익혔다. 또한 디지털 탐구도구를 설치하는 곳이 일반 학생들이 오가며 볼 수 있

는 곳으로, 일반 학생들의 관심은 탐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긍정적 동기를 부여했다. 

  둘째, 실생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탐구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탐구문제의 발견과 가설 설정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탐구활동의 단계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탐

구 실험의 경우 종속 변인이 한두 가지인데 반해 디지털 탐구도구의 대부분은 복합센서를 가지고 있어, 

여러 종류의 종속변인이 측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더욱 쉽게 접하게 된다. 따라서 실생

활 기반 탐구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호기심은 귀추법적 가설을 

이끌어 내는 어포던스로 작용한다.

  셋째, 센서 특성에 따른 탐구 방법 설계를 구체화하고 제한한다. 일반적인 탐구 실험의 경우 조작 변

인과 종속 변인이 정해지면 통제변인을 고려하여 탐구의 방법을 설계한다. 하지만 디지털 탐구도구의 

경우 측정값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미 종속 변인이 정해져 있어 바로 조작 변인을 정하였고, 이에 따른 

유형 내용

어포던스

흥미 부여와 
ICT 역량 

강화

실생활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의 새로운 
문제 발견

센서 특성에 
따른 

탐구설계 
연습하기

방대한 
자료의 
변형과 

분석의 기회

디지털 
탐구도구의 

물리적 
특성

와이파이, 전원연결 
환경적 제약이 있음

○

DATA 수집 조건 및 
표시창 조절 가능함

○

복합 센서로 다양한 
변인 

측정 가능함
○ ○ ○ ○

공기의 질을 중요하고 
직

관적으로 표시함
○

수집된
 DATA 

특성

실시간 측정으로 인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함

○ ○ ○ ○

엑셀 파일의 형태로 1차 
데이터를 제공함

○ ○ ○ ○

표 2 . 디지털 탐구도구의 특징에 따른 어포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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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변인을 논의와 자료 수집을 통해 찾아내었다. 또한 연구에 사용한 디지털 탐구도구는 무선인터넷 

기반, 전원 연결, AQI 지수 표시, 다양한 복합센서 포함 등의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탐구도구

가 가진 기계적 특장점은 실험 설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하여, 탐구실험 설계를 반복적으로 하게 함으

로서 과학적 탐구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어포던스로 작용한다.

  넷째, 방대한 자료의 변형과 분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과학 실험에서는 주로 직선 그래프이

거나, 이미 x,y 축이 결정되어 학생들은 점을 찍어 선을 긋는 수준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하지만 디

지털 탐구도구의 경우 실시간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이것을 탐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경험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디지털 탐구도구를 이용한 실험에서 학생들은 많은 노력 끝에 다량

의 데이터를 탐구 목적에 맞도록 축 값을 정하고, 간격, 변인등을 선택하여 그래프를 그렸다. 또한 이 

그래프들을 이용하여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서 정보처리역량의 정보분석 요

소에 관련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과학실 개선 사업과 역량 강화 교육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디지털 탐구도구를 학교 곳곳에 설치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탐구도구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닫힌 교실에서의 과학 실험에 비해 

열린 탐구를 실시할 수 있어 여러 가지 과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무선인터넷이나 

성능이 좋은 여러 대의 PC 등 그에 따른 과학실 환경과 제반 사항이 갖추어 져야 한다. 특히 디지털 탐

구도구의 경우 기존과 달리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므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탐구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수업 방법이 제시된 학습 자료 역시 충

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생활 속의 과학을 끌어오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인 디지털 탐구도

구가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추가 정책과 자원이 필요하다. 디지털 탐구도구가 과

학 흥미도와 과학적 탐구력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손미현(Mi Hyun Son),조영환(Young Hoan Cho),정대홍(Dae Hong Jeong), 2018., 어포던스 관점

에서 살펴본 디지털 탐구도구의 역할과 특징, 현장과학교육/12(2), 274-286,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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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과학고 오병현

01
CONTENT CONTENT CONTENT CONTENT

02 03 04
별자리+그림 작품 제작 Q&A그림소개

01
별자리+그림

01
별자리(공학)+그림(예술)

01
별자리

(2015 개정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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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활동의 장점

02
그림소개

02
그림 소개

고흐는 천문학자가 아니
다

• 고흐가 본 별이 별이 아닐수도 있다

금성은 별처럼 보인다
•(금성은 샛별이라고도 부르거든)

고흐의 그림에서의 달은
그믐달이다

• 고흐는 이 그림을 새벽에 그렸다

고흐의 생일은 3월 30일
이다

• 3월 30일은 양자리이다
• 게다가 고흐는 양자리를 좋아했다고
한다

스텔라리움으로 1889년
어느날 새벽에 양자리와
달이 그림처럼 위치하는

지 찾는다

03
작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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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TARRY
NIGHT

03
준비물

1
구리테이프

2
3V코인셀

3
LED

4
테이프

03
만들기

1) 전체하늘(회로)을 판지에 스케치 (주회로+ 작은 배열 회로)

03
만들기

2) 구리선 연결 (파란색LED는 병렬)

★ 한번 회전/접힐 때마다 LED확인
★ 전선을 따라 평행히 두 개의

전선(양/음극) 연결 후 LED 테이프
★ 양 끝은 각각 +,-

03
만들기

3) 각각의 별자리마다 각각의 회로 연결

★ 별을 연결하는 가장자리에는 LED가
별자리를 강조 표시함

★ 별자리를 누르면(스위치) LED가 해당
별자리 강조표시함

★ 구리테이프 끈적끈적한 면 제거하지 말고
접어야됨(전도성 유지)                           

03
만들기

4) LED 배터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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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Q&A

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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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탄(숯)을 이용한 건전지 만들기와
산화-환원 반응과 STEAM 교육에서의 활용방안

정오남

가. 들어가는 글
1차 전지의 원리는 산화-환원 반응이며 2차 전지(충전식 배터리)는 산화-환원반응의 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 외부 기전력(전압)을 바탕으로 전자를 다시 떼어내어 (+), (-)극에 전하를 분리시켜 충전하는 과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원장치를 연결하여 충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한 숯전지를 제작하여 스마트폰을 충전해 봄으로써 화학전지에서 나타나는 산화

-환원반을 이해하고 저렴한 전자회로모듈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STEAM형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 실험 준비물

※ 한 모둠을 학습자 4명이라고 가정하고, 한 모둠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량입니다.

① 숯(백탄) 2개 : 지름 약 3~8cm(크게 제한을 두지 않음), 길이 10cm 내외, 캠핑용 착화
제나 저가의 인공 숯은 제외함. 백탄을 5~10kg 혹은 그 이상 구매하여 사용
해도 무방함. (흑탄은 비전도성이므로 이 실험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② 알루미늄 포일(길이 20cm, 2매), 알루미늄 캔(2개)

③ 물티슈 : 2매 (숯전지 1개당 물티슈 2매, 또는 키친타올도 가능함)

④ 바가지 또는 수조 1개(바가지의 경우 밑이 평평할 것)

⑤ 소금(4큰술), 수돗물, 집게 전선 4개, 멀티테스터기 : 1~2개

⑥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마이크로5핀, C타입)

⑦ DC to DC 5V 승압모듈 : 0.9~5V 직류를 5V직류로 바꿔주는 전자회로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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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작 및 실험하기

 1) 백탄 건전지 만들기

  백탄에 소금물을 적신 물티슈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숯에 닿지 않게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줍니다. 만약 포일이 숯
에 닿으면 건전지로 말하면 합선(쇼트)이 생기는 것이 되므로 학생들이 전기회로 연결에 실수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세요. 만약 숯이 모둠별로 1개 밖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원기둥 모양의 숯을 반원기둥으로 세로
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숮전지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백탄 건전지로 스마트폰 충전하기

  그림처럼 회로를 구성한 뒤 승압모듈의 USB(암)단자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충전케이블을 연결합니
다. 충전이 30분 이상 진행되면 알루미늄 포일에 구성이 송송 뚫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루미늄포
일이 빨리 산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두 전극을 쇼트(합선)시키면 급속한 알루미늄의 산화를 통해 포일이 종
이보다 얇게 되어 결국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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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탐구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설계 (예시안)

학생 실험 탐구 활동

① [숯전지의 직류전압 측정하기] 학습자는 숯전지 1개와 2개에 대하여 직렬, 병렬연결

을 구성시킨 뒤 반복 측정하여 평균 전압을 구해봅니다. 이 때, 숯은 (+)극, 알루미늄

포일은 (-)극입니다. 학생들에게 알루미늄 포일이 왜 (-)극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

니다.

전압 측정 (V)

숯전지 1개 숯전지 2개 숯전지 3개

직렬연결

병렬연결

② [숯전지에서 나오는 직류전류 측정하기] 숯전지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숯전지에 

흐르는 전류를 반복하여 측정한 뒤, 평균 전류를 구합니다.

전류 측정 (A)

숯전지 1개 숯전지 2개 숯전지 3개

직렬연결

병렬연결

③ [숯전지에서 발생하는 전력 계산하기] 위에서 측정한 전압과 전류에 대한 평균값을 

바탕으로 숯 전지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구합니다.

전력 계산 (W)   전력 = 전압 × 전류

숯전지 1개 숯전지 2개 숯전지 3개

직렬연결

병렬연결

④ 배터리 앱을 설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 검색어 : 고속 충전기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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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터리 앱을 설치한 뒤, 숯전지를 2개를 직렬 또는 병렬 연결했을 때 배터리가 완충

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앱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충전까지 남은 시간 (예) 2h 24m

숯전지 1개 숯전지 2개 숯전지 3개

직렬연결

병렬연결

⑥ 앱에서 비교한 결과를 통해 충전에 유리한 숯전지의 연결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이

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시 답안)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압(기전력)의 크기가 커야 배터리의 (+)극에서 환원

된 전자를 강제로 떼어 내어 (-)극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숯전지가 5V

에 가까울수록 충전이 더욱 잘 될 것이다. 

⑦ 만약 숯전지의 직렬연결 전압이 5V를 넘을 때에는 전압을 5V이상의 전압을 5V로 낮

춰주는 다운모듈을 사용해야 합니다.

⑧ 여기까지 실험을 다 했으면 학생들에게 숯전지에 저전력 모터를 연결하여 작동을 시

켜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⑨ 실험을 마치고 선생님은 숯전지에서 집개전선에서 떼고 알루미늄 포일을 펼쳐서 형

광등에 비춰보라고 지시해 주세요. 아마 구멍이 송송 뚫린 알루미늄 포일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 라고 발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⑩ 학습자는 알루미늄 포일을 들춰내고 소금물이 적셔있는 물티슈 위에 페놀프탈레인수

용액 또는 BTB용액 등 지시약을 한 두 방울 떨어뜨려봅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답) BTB용액이 청색, 염기성을 띱니다. 

   처음의 소금물에 지시약을 떨어뜨려서 확인해 봅니다. 

변화가 있나요? 

   어떻게 소금물이 염기성을 띠는지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 봅시다.

⑪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커나 바가지에 아까 만들었던 

소금물을 붓고 숯을 (+)극에 알루미늄을 (-)극으로 연결

한 뒤 직류전압을 측정해 봅니다. 처음 우리가 만들었

던 숯전지와 이것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같다)

⑫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건전지이고 이것은 건전지가 아닙니다. 이 전지로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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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충전용 승압모듈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원고 파일 및 PPT 자료: QR코드로 접속

   문의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검색어: USB승압모듈  

 31709182@daum.net

 카카오톡 ID: apunker

 

 과학에 반한 사람들

 (과반사, 안산과학실험교육연구회 대표)

 

 경안고등학교 자연과학부

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고, 저전력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볼타

전지 또는 다이엘 전지수업을 2차시로 연장하여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충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기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산환-환원반응

과 전기화학에 대한 연속적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⑬ [숯전지에서 나타나는 산화-환원반응]

     알루미늄은 전자를 내 놓고 이 전자를 수소 양이온이 받습니다. 전자의 이동 통로

는 바로 충전에 사용되었던 승압모듈과 스마트폰입니다. 즉, 위 그림에서 전압계 대

신 저항을 넣으면 전자는 (-)극에서 나와 위의 전선을 따라 숯(+)극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물 속에서는 전해질인 염소이온과 나트륨이온이 있어서 전류가 흐릅

니다. 이처럼 전기에너지의 시작은 알루미늄이 화학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전자의 이

동이었습니다. 

산화반응 환원반응
알루미늄 (-)극: Al → Al3+ + 3e- 탄소 (+)극: 2H+ + 2e- → H2(g)

    이 때, 알루미늄 이온은 물속의 수산화 이온과 만나  Al3+ + 4(OH)- → Al(OH)4-를 

만듭니다. 이 때 반응 과정에서 수산화 이온 (OH)- 이 존재했기 때문에 소금물(물티

슈)는 염기성을 띄게 됩니다. 

      그렇다면 탄소인 숯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탄소는 화학반응에 직접 개입

하지 않고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나게 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전극의 역할

만 하였습니다. 실제로 알카라인전지나 망간전지에서 (+)전극은 탄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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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강의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Tsolution에 가입하세요!  t-sol.jihak.co.kr     

현장과 소통하며 진정성을 담아 만든
지학사 과학 교과서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친근하고, 효율적인 과학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교육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맞춤형 수업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학사는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진정성 있는 과학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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