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학

Ⅰ.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1.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

)반 (

)번 이름 :

성취기준>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구성 원소들이 우주 초기부터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됨을 물질에서 방출되는 빛을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다.
학습주제> 빅뱅에서의 원소의 생성 (교과서 15, 18~19)
[도입 질문] 지구상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어떻게 생겨났을지 생각해보고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자.

[교과서와 영상을 보고 답하기]
1. 빅뱅우주론(대폭발 우주론)에 대해 정의해보자.
초고온ㆍ초고밀도 상태의 어느 시점에서 팽창을 시작하여 우주가 탄생하 고 이후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만들어 졌다는 이론

2. 빅뱅을 통해 현재 우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O안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써보자. (시간의 순서 예시 : 빅뱅 → 1초 → 3분 → 38만 년 )

안에는 간단한 설명을

※ 기본 입자의 형성
① 쿼크와 렙톤의 탄생: 대폭발 직후 초고온ㆍ초고밀도 상태의 우주는 급격한 팽창으로 식어가면서 물질의 기본이 되는 쿼크와 렙톤 등이 만들어졌다
- 쿼크: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입자로 양성자와 중성 자를 만드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 등이 있다.


- 위 쿼크(up quark) : 가장 가벼운 쿼크로, +  의 전하를 띤다. - 아래 쿼크(down quark) : 두 번째로 가벼운 쿼크로, -  의 전하를 띤다.


- 렙톤: 쿼크에 비해 가벼운 입자로, ‘전자’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양성자와 중성자의 탄생: 우주의 온도가 점차 내려가면서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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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구성 원소들이 우주 초기부터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됨을 물질에서 방출되는 빛을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다.
학습주제>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기까지 (교과서 14, 16, 17)
탐구1]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우주 모형은 빅뱅 우주 모형이다. 그러나 50여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과학자들은 정상 우주론을 지지하였다. 빅뱅 우주
론과 정상 우주론의 특징을 그림과 글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교과서 14쪽 해보기 참고)

빅뱅
주장 과학자:

우주론
특징

우주가 팽창하지만 총 질량은 일정하여 우주 밀도와 온도가 감소

정상
주장 과학자:

우주론
특징

우주가 팽창하면서 총 질량도 증가하여 우주 밀도와 온도가 일정

탐구2]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자료를 조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을 구성해 보자.
빅뱅 우주론
허블의 법칙
(우주 팽창)

원소의 양
(H와 He의
질량비)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팽창되는 우주

정상 우주론
팡창하고 그 사이에 물질
이 만들어지는 우주

관측된 수소와 헬륨의 양은(별빛의 선 스펙트럼 분석, 흡수선의 선폭비교하여 질량비 확인) 빅뱅 모델이 예측한 것과

관측된 가벼운 원소의 양

일치(무거운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진다.) 3:1

을 설명하기 어렵다.

기모, 앨퍼, 하먼이 예측한 빅뱅의 메아리를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
우주배경복사

38만년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 현재는 파장이 길어진채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어야한다. --> 약 3K에 해당

우주배경복사 설명 불가

하는 우주배경복사관측됨

해보기> 조사한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고, 빅뱅 우주론의 의미, 증거 등을 포함하여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하여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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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

)반

(

)번 이름 :

성취기준> 우주 초기의 원소들로부터 태양계의 재료이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지구와 생명의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분임
을 해석할 수 있다.
학습주제>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
핵심질문> 우주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 지구에는 약 100여 종의 원소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소, 헬륨 이외의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
진 것일까?

활동 1]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
• 우리 몸, 지구와 우주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 우리 몸: 산소, 탄소, 수소 등
• 지구: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
• 우주: 수소, 헬륨
⇒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지만, 지구와 사람에는 이보다 무거운 원소가 많이 들어 있다.

활동 2] 별의 진화 과정에서의 원소의 생성
• 교과서와 동영상을 보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의 원소의 생성에 관한 내용을 적어 보자

활동

3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 비주얼 씽킹으로 나타내기

• 별의 진화 과정에서의 원소의 생성에 대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자.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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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우주 초기의 원소들로부터 태양계의 재료이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지구와 생명의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분임
을 해석할 수 있다.
학습주제> 태양계의 형성 과정
핵심질문> 별의 죽음으로 흩어진 물질들이 어떻게 태양계를 만들었을까?

활동1

태양계의 물리적･화학적 특징

• 태양계 행성들의 자전과 공전 동영상 자료와 표를 보고 태양계 특징을 찾아보자.
• 공전 방향:
• 행성의 자전 방향:
• 공전 궤도의 모양:
• 거리에 따른 구성 물질의 차이:

•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차이

• 태양계 행성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생각을 정리하여 적어보자.

활동2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정리해 보자.

• 태양계 형성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자.
예) 성운 - 중력수축 – 원반 형성 - 원시 태양과 원시 행성 - 태양계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