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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광합성

학습 주제

식물이 밀폐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

조OO

알고리즘 이해하기

알고리즘 설계하기
프로그램 제작하기
◉빛의 양에 따라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비교하기
◉날씨, 시간에 따라 기체의 양
학습과정 별 ◉광합성과 호흡과정에서 소모
◉증가하는 기체와 감소하는 변화 파악을 통해 식물의 생장
주요 활동
되는 기체의 종류와 생성되는
기체 판별 및 값 설정하기
예측하는 프로그램 제작
기체의 종류 이해하기
◉기체량 변화에 따라 식물 생 ◉프로그램 시연 및 오류 수정
장 변화 단계 결정하기
SW 학습내용
⎕문제이해하고 분석하기 ⍌ 해결방법 설계하기 ⎕프로그래밍
SW 학습방법

⎕언플러그드 ⍌ 실습·체험 ⍌프로젝트 ⎕개념이해 ⎕(

)

◉ 문제 분석
1. 광합성을 통해 소모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는 무엇인가?
2. 호흡을 통해 소모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는 무엇인가?
3.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낮과 밤에 각각 비교해보자.
4. 날씨가 흐릴 때, 맑을 때 광합성량을 예측해보자.

수업 개요

◉ 알고리즘 설계
1. 광합성을 통해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생성되는 산소의 양을 설정한다.
2. 호흡을 통해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생성되는 산소의 양을 설정한다.
3. 광합성량과 호흡량의 기본값을 설정한다.
4. 날씨에 따른 광합성량을 설정한다. (비오는 날, 흐린 날, 맑은 날, 햇빛이 쨍쨍한 날)
5. 시간(낮, 밤, 초저녁, 새벽)에 따른 광합성량을 설정한다.
6.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합하여 현재 산소량, 이산화탄소량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7. 식물 생장에 적정한 산소량과 이산화탄소량을 설정하고, 적정량을 유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유지되
어야 식물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설정한다.
◉ 프로그램 제작 및 오류 확인
1.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 스크래치의 좌표를 활용하여 좌표평면을 그린다.
- 날씨,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광합성량을 시간에 따른 임의의 값으로 나오도록 난수
표를 이용한다.
- 수식을 활용하여 현재 이산화탄소량과 산소량을 나타내도록 한다.
- 적정 농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유지한 상태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생장하
도록 그림변환을 이용한다.
- 반대로 적정 농도를 유지 못하는 상태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부패하거나
마르게 되도록 그림변환을 이용한다.
2.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
3. 모둠별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오류를 수정한다.

수업자 의도

광합성과 호흡이 동시에 일어남을 알고 그 양에 따라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이 결정됨을 이해
하도록 소프트웨어 제작과정을 과학수업과 융합하였다.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광합성에 빛
의 양, 이산화탄소의 농도, 산소의 농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
고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