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차단을
위한 옷차림
대상:
5~8세 학생

STEM2D 주제:
과학, 기술, 설계

햇빛 차단을 위한 옷차림은 STEM²D 학생 활동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콘텐츠와
레이아웃은 Johnson & Johnson's WiSTEM²D 이니셔티브(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제조 및 설계에서의 여성)의 일환으로 스미스소니언 과학 교육 센터에서
개발했으며, FHI 360 및 JA Worldwide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리즈에는 전 세계의 5~18세 소녀(및 소년)를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식의 흥미로운 실습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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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차단을 위한 옷차림
과제

동물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을 모델링하고 이를 햇빛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방식과 연결함으로써 인간이 햇빛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대상

5~8세 학생

활동 설명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동물이 어떻게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동물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과 인간 모델을 연결해 스스로 보호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동물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을 인간 모델과 연결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동물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을
응용하여 햇빛을 차단하는 의복과 용품을 종이 인형에 입힐 것입니다.

각 학생을 위한 재료:

학생용 시트 1
학생용 시트 2
학생용 시트 3
가위(공유)
펜 또는 연필(공유)
테이프 또는 풀(공유)

안전

가위를 사용할 때는 몸의 바깥쪽 방향으로 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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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햇빛 때문에 앞을 보기 어려워 눈을 찡그려야 했던 적이 있나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모자를 착용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방식은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동물들은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적응 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흙을 사용합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등에 흙을 묻혀 햇빛을 차단하죠. 성게는 해저의
해조류로 몸을 가려 물 위로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을 차단합니다. 미어캣과
치타는 눈 주위에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 이 검은 무늬는 눈부심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피부를 보호하는 털이나 가죽이 있습니다.
개와 양은 털이 있어 햇빛을 막아줍니다. 거북이들도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등껍질이 피부를 보호합니다. 등껍질은 거북이의
머리와 다리를 가려주는 그림자를 만들어 주며 햇빛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등껍질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의 이런 적응 방식이 사람들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과 비슷한 점이 있나요?

동물이나 사람 모두 햇빛을 너무 많이 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햇빛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가 햇빛을 쬐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에 특히 중요합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쬐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화상을 입으면 매우 아픕니다. 야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계획이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이라서 햇살이 그다지 강하지 않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Johnson & Johnson
자외선 차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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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케어 과학자 Katie Skinner 인터뷰 *

*어린 학생들은 이 섹션을 읽을 때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력을 시작했나요?
어린 시절에도 저는 STEM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테니스 캠프 대신, 프로그래밍이나 개구리를 해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수학, 컴퓨터, 과학 캠프를
좋아했죠. 어렸을 때 배우고 싶은 대학 전공을 찾아서
운이 좋았어요. 그렇다고 대학에 가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지 못했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자외선 차단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저는 Johnson & Johnson의 선케어 연구개발 그룹 내에서 일하고 있는 제품
및 프로세스 개발 과학자예요. Neutrogena와 Aveeno 브랜드의 야외 활동용
선케어 신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원재료를 연구하고
평가하여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고 있죠. 저는 용액을 세 가지 단계에 걸쳐
개발해요. 먼저 작은 규모의 실험실 단계, 그 다음에는 시제품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사용 및 검증 단계로 나누어 개발해요. 이런 과정이 끝나면
팀이 제품을 매장에 출시하죠.
과학자로서 일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매일 새로운 과제나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이 새롭죠!

일을 하면서 마주했던 도전은 어떤 게 있었나요?
첫 번째 업무는 프로세스 개발이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화학공학이 아닌
화학을 전공했어요. 이 일은 실험실에서 개발한 용액을 대량생산으로 구현하는
일이라서 공학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다행히도, 첫 번째 제품을 개발할 때
훌륭한 팀과 멘토를 만났어요.
SPF란 무엇인가요?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자외선차단지수)의 약자예요. 유해한 자외선
(UVB)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죠. SPF가 높을수록 더 많은 UVB 광선을
차단해요. 예를 들어, SPF 30은 UVB 광선의 97%를 차단하고 SPF 50은 UVB
광선의 98%를 차단해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이
있나요?
피부 노화의 90%는 햇빛으로 인해 발생하고 평생 햇빛에 노출되는 양의
23%는 18세 이전에 발생해요. 유리를 통해서든, 흐린 날이든, 그리고
겨울에도 햇빛에 의해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야외 활동을 즐길 때 뿐만 아니라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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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대화 시작 방법

햇빛에 탄 경험이 있나요?
동물도 햇빛에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델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인간도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햇빛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이 가진 전략을 모델링할
수 있어요.

단계별 지침

카드 세트 맞추기
•
학 생용 시트 1의 카드 10장을 점선을 따라 자릅니다.
•	
카 드를 들고 학생들이 카드에 있는 이미지를 보도록
합니다.
•	
학 생들에게 각 카드에 동물 또는 인간이 만든 물건의
그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	
학 생들에게 카드의 짝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동물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물건을 연결합니다.
•	
학 생들이 몇 분 동안 올바른 카드끼리 짝을 맞추게
합니다.
•	
어 떻게 짝을 지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인공 모델과
일치하는 동물의 적응 방식을 검토합니다.
종이 인형 게임
•
맞추기 활동을 한 카드에서 동물 카드 5장을 추립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인공 물건 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학생용 시트 2에서 종이 인형과 여러 가지 물건을
자릅니다.
•
동물 카드를 뒤집어 놓습니다.
•
뒤집은 동물 카드를 섞어서 카드를 구분할 수 없도록
합니다.
© 2020 스미스소니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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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운드
•
동물 카드를 세 개 선택합니다.
•	
학 생용 시트 3의 1라운드 행, 동물 열에 카드를 테이프나
풀로 붙입니다.
•	
선 택한 동물 카드를 보고 학생용 시트 2에서 그 동물의
햇빛 차단 적응 방식을 모델링한 물건을 선택합니다.
•	
햇 빛 차단 물품을 종이 인형에 입히고 학생용 시트 3의
1라운드 인형 열에 결과를 그립니다.
2라운드
•
나머지 두 장의 동물 카드를 학생용 시트 3의 2라운드 행,
동물 열에 테이프나 풀로 붙입니다.
•
선택한 동물 카드를 보고 그 동물의 햇빛 차단 적응 방식을
모델링한 물건을 선택합니다.
•
햇빛 차단 물품을 종이 인형에 입히고 학생용 시트 3의
2라운드 인형 열에 결과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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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동물: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고 사는 생물

적응: 동물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햇빛으로 인한 화상: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나타나는 아픈
피부 반응

자외선 차단제: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부에 바르는
로션이나 스프레이
인공: 자연이 아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

안전: 위험 또는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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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시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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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시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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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시트 3

라운드

동물

인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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