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자의 이야기

비타민 B을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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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만이 비타민 B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

여 봅시다.

 -  각기병에 걸리는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닭이 각기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닭의 각기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하여 각기병의 치료할 수 있는 물질

(비타민 B)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탐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관찰, 가설 설정 등의 탐구 과정 기능을 익혀야 합니다.

 -  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 확인하고 싶은 주제를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평소에 생활하면서 주변의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의문을 갖

는 태도를 갖습니다.

 -  흔히 접하는 주변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려는 태도

를 갖습니다. 

▷  에이크만의 비타민B 발견 과정 가운데 나타난 탐구 과정 요

소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관찰: 각기병의 치료 물질(비타민 B)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

기병에 걸린 사람을 관찰하고, 닭이 각기병에 걸린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  가설 설정: 현미를 먹이면 닭의 각기병이 나을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여 탐구를 수행하였습니다.

 -  변인 통제: 사람들에게 현미, 흰쌀, 현미와 흰쌀의 변인만 변

화를 주고, 다른 변인들은 일정하게 통제하였습니다.

 -  결론 도출: 탐구 활동 전체에 대한 정리하여 자신의 가설에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  다양한 탐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의 탐구와 과학자의 탐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관찰, 가설 설정 등 탐구 과정 기능을 이용하여 탐구를 한다

는 것이 비슷합니다.

 -  과학자들의 탐구는 우리의 탐구보다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탐구의 주제가 어렵고, 주제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학습하기

정리하기

에이크만이 비타민 B를 발견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이해

한다. 또한, 탐구 요소와 탐구 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우

리의 탐구와 과학자의 탐구를 비교한다.

▷ 과학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나 생물을 발견합니다.

 -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법칙을 발견합니다.

 -  사람들이 직접 가보지 못한 행성이나 별을 탐사합니다.

 -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 에이크만은 어떤 업적이 있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  세균학을 연구하였습니다.

 -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 가운데 비타민 B를 발견하였습니

다.

들어가기

과학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비타민 B를 발견

한 에이크만의 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탐구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과학자의 

탐구 과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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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나의 탐구 

비커 안쪽에 올라온 소금 알갱이 탐구

▷ 자유 탐구를 왜 해야 할까요?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하여 자유 탐

구를 합니다.

 -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을 경험하게 위해서입니다.

 -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 자유 탐구의 시작은 어떤 단계일까요?

 - 탐구 문제 찾기

 - 주제 정하기

▷ 탐구 주제는 어떻게 찾을까요?

 - 평소에 알고 싶었던 주제에서 찾습니다.

 -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가운데 직접 확인해 보

고 싶은 내용에서 주제를 찾습니다.

 -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주제에서 찾습니다.

 -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교과서)이나 책에서 읽었던 내용 가

운데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주제로 선정합니다.

▷ 자유 탐구의 각 단계와 활동을 정리하여 봅시다.

 -  탐구 문제 찾기 단계에서는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탐색한 

다음, 주제를 선정합니다.

 -  탐구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는 탐구 방법을 선택하고, 탐구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  탐구하기 단계에서는 탐구 계획에 맞춰 탐구를 수행하고, 탐

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수행한 탐구 과정과 결과

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  탐구 결과 발표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

신의 탐구 결과를 발표한다.

▷ 탐구 계획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주제에 알맞은 탐구 방법 선택하기

 - 모둠원들의 역할 정하기

 - 구체적인 탐구 일정 정하기

 - 보고서 작성 방법과 발표 방법 정하기

 - 준비물과 주의 사항, 예상되는 결론 생각하기

▷ 보고서는 왜 작성하여야 할까요?

 -  탐구 결과를 한눈에 잘 보이도록 정리하기 위해서 보고서

를 작성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나의 탐구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고서

를 작성합니다.

▷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프레젠테이션

 -  포스터

 -  전시회

 -  역할놀이

 -  UCC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자유 탐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한다.

자유 탐구의 단계와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활동에 대

하여 알아보게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실제 탐구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 탐구의 

전체적인 단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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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경주 자동차 - www.sxc.hu

속표지

경주 자동차 - www.sxc.hu

3. 물체의 속력

295쪽: 동아일보 / 313쪽: 실험 관찰 축쇄본 답 예1 - 중앙일보, 실험 관찰 축쇄본 답 예2 - 스포츠조

선 / 314쪽: 상 - 중앙일보, 하 - 스포츠조선 / 319쪽: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탐구 수업 지

도 자료 / 320쪽: 도로교통공단 / 321쪽: 도로교통공단

4. 태양계와 별

341쪽: 행성 카드 - NASA(http://www.nasa.gov) / 346쪽: 미상 / 359쪽: NASA(http://www.nasa.

gov) / 367쪽: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탐구 수업 지도 자료 / 371쪽: 미상 / 

* 이 밖의 사진 및 일러스트는 자체 제작임.

(교과서 축쇄본은 교과서 사진 출처와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