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함께하는 원자력의 탄생
NIE 활동으로 알아보기

집필 : 서울 경기초등학교 강병길
서울 성일초등학교 문현진

‘NIE 스쿨에디션- 원자력’편의 기사를 읽고 이해하며 활동해 볼 수 있는 활동지입니다. 활동
공간이 협소한 지면사정상 약식으로 들어간 활동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ž3면 - 원자력의 탄생
[활동 1] 사실알기 퍼즐놀이 (신문에 직접 활동합니다.)
[활동 2] 인공태양이 뜬다고?
‘인공태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KSTAR」라고 불리는 인공태양은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1995년부터 계획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차세대 원자력 발전이라고 불리는 핵융합장치입니다. 지금은 핵
분열을 통한 원자력 발전을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핵융합을 통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의 미래라고 불리는 핵융합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 백과사전 등을 통해 조사해
보고 기사에 나와있는 ‘핵분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봅시다.
핵융합

원료

원리

핵반응장치

장점

단점

핵분열

[활동 3] 아인슈타인의 편지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만들어 세계를 정복할 것을 염려한 아인슈타인은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을 설득하
여 원자폭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폭탄의 위력을 우려한 아인슈타인은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올바른 이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이 되어 핵폭탄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의 원수
들에게,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적 원자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 글을 써 봅시다.
① 누구에게 편지를 쓸 것인지 정합니다.
② 핵폭탄 개발을 중단하게 하려면 설득력 있는 사례가 필요합니다. 기사에서 아래의 사례를 찾아 활용하세요.
*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핵폭탄 개발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 찾
을 수 있습니다.
* 원자력 시대를 연 과학자들의 기사를 참고해 올바른 원자력 이용의 예시를 들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활동 4] 과학자들에게 감사장 수여하기
① 퀴리부인, 아인슈타인, 빌헬름 뢴트겐, 앙투안 앙리 베크렐, 러더퍼드, 채드윅은 모두 원자력과 관

련된 연구를 한 과학자들입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촉구하는 모임에서는 이들 과학자들의 업
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분들의 연구로 도움을 받은 분들이 직접 감사장을 드리는 캠페인을 벌리
기로 하였습니다. 누가 어떤 감사장을 드릴 수 있을지 가족(친구)이 함께 의논해 적어 봅시다.

과학자 이름

감사할 내용

감사장을 드릴 분

② 위 과학자 중 한 분께 감사할 내용이 잘 들어간 감사장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장
받으실 분:
날짜:

주는 사람:

4ž5면 - 원자력 발전소로 견학가요
[활동 1]브레인스토밍
친구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원자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 다른 색깔의 펜
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 후 친구들은 원자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활동 2] 문장 만들기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기사에서 핵심 낱말 10개를 찾아 원자력과 관련된 ‘사실’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4~5명씩 모둠을 만든다.
② 기사에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핵심 낱말 10개를 찾아내어 낱말카드를 만든다.
③ 낱말이 보이지 않도록 카드를 뒤집어 섞은 뒤 각자 2장씩 낱말카드를 뽑는다.
④ 자신이 뽑은 카드에 적힌 낱말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문장을 만든다.

예) 원자력발전소의 중심은 원자로이다.

[활동 3] 원자력발전의 장점과 단점
기사를 통해 유추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내용을 적어 봅시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

원자력 발전의 단점

내 생각

짝의 생각

모둠의 생각

[활동 4] 내가 만드는 동화
우라늄이 광산에서 캐내어져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한 동화로 꾸며 봅시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물, 사건, 배경)와 원자력 발전 과정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등장인물 :
배경 :
사건 :

이야기

[활동 5] 원자력 발전 과정 설명하기
원자력 발전 과정을 다른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노래를 만들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
이 이미 알고 있는 곡에 원자력 발전 과정을 주제로 새로운 가사를 붙여 보세요.
제목 (주제) :
원곡 :
가사 속에 담을 내용 :

[활동 6]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를 세계에 알리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기술의 경제성과 안정성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면서 세계 6번째 원자력발전 수출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원자력
발전기술을 홍보하는 외교사절단이 되어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기술을 알릴 수 있는 연설문을 작성해보
세요.

6ž7면 - 생활 속 방사선

[활동 1] ‘방사선! 이렇게 쓰입니다’
기사를

KWL 방법으로 공부해볼까요? 먼저 기사를 읽기 전에 K에 방사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W에는

알고 싶은 것을 씁니다. 기사를 읽고 난 후, 방사선에 대해 알아낸 점을 L에 씁니다.
Know

Want to know

Learn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알아낸 것)

[활동 2] 친구 가족과 토론해보세요
KWL 활동을 통해 방사선이나 방사선의 쓰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지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알아낸
사실을 돌아가며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잘 모를 때에는 잠시 돌아
가며 말하기를 멈추고 토의를 통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합니다. 토론 후에는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두 가지를 정리해보세요.
- 나 : 땅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방사선이 많아집니다.
- 친구(가족) : 야생동물의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합니다.
- 나

:

- 친구(친구) :
- 나

:

- 친구(친구) :
- 나

:

- 친구(친구) :
- 나

:

- 친구(친구) :
u느낀점
u
u

[활동 3] 유용한 방사선, 이건 조심해야해요
적절하게 쓰면 참으로 유용한 생활 속 방사선! 그러나 잘못 이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답니다.
‘방사선을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를
기사에서 찾아 정리하고, 친구(가족)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쓰이는 곳
야생동물 위치 추적

이용할 수 없다면?

잘 이용하기 위한 노력

야생동물의 생태나 보호방법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험을 위해 동물에게 먹일 음식에 넣는
방사성 용액의 농도와 시간을 정확하게
한다

[활동 4] 내가 만든 발명품은...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방사능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쐬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는
도로 포장 물질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우리 모두가 놀라기도 하였지요. 방사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 상품을 제안해볼까요?
① 생활 속에서 방사능 측정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봅니다.
(예 :음식물을 담을 그릇에 방사능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러분의 만든 발명품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생각해봅니다.
-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③ 어떤 발명품이 필요한지 제안서를 써서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 제품개발실에 편지로 제안해볼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품 제안서
품목
필요한 이유

기능

기대되는 효과

제안자

8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활동 1] 낱말카드로 용어 익히기
지난 3월 26일~27일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세계 53개 국가의 정상들과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큰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에 관한 기사에는 어려
운 낱말들의 많이 나옵니다. 글을 잘 이해하려면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낱말카드를 만들고 카드놀이를 통해 새로운 어휘를 익혀봅시다.
① 조사할 낱말 : 핵안보 정상회의, 국제원자력기구, 핵물질방호협약,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코뮈니케, 테러집
단, 핵물질, 핵테러, 원전 등 기사에 나오는 어려운 낱말을 찾아 표시합니다.
② 조사 방법 : 각 낱말의 뜻을 사전이나 기사내용에서 찾습니다.
③ 낱말카드 만들기 : 카드의 앞면에는 낱말을 쓰고 뒷면에는 여러분이 조사한 낱말의 뜻을 씁니다.
④ 카드놀이 하기 : 두 명 씩 짝을 지어 한 명이 카드 내용을 설명하면, 다른 한 명이 대답을 합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는 돌아가며 하고, 팀을 나누어 하면 퀴즈대회로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⑤ 나만의 낱말사전 만들기
낱말 공부를 좀 더 의미 있는 학습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공부할 때마다 새롭게 조사한 낱말로 자신만의 낱말사
전을 만들어 나갑니다. 낱말사전은 순서를 바꿀 수 있게 낱개로 나뉜 독서 카드와 같이 단단한 카드 1개에 하나의
낱말을 ③처럼 만들어 모아둡니다. 계속 늘리면 1년이면 몇 백 개의 낱말이 담긴 나만의 사전을 만들 수 있을 것입
니다. 낱말이 많아지면 내용별 분야별로 분류해 고리를 끼워 보관하거나, 엑셀 파일을 이용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좋습니다.

[활동 2] 세계 정상들에게 메시지를
전 세계 국가들이 핵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핵의 평화적 사용
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핵보유국가 정상들에게 80자 이
내로 보내보세요.
① 메시지를 보낼 국가 정상을 정합니다. (국가와 정상 이름)
②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생각합니다.
③ 메시지를 작성해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