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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도교사

학습주제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으로 배우는 건강한 생활

학습목표 바이러스를 잘 알고 건강한 생활실천을 약속한다

준비물 코로나 모형, 체험활동 워크북, 바이러스 퇴치 게임카드(선택)

학습흐름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A. 학습준비

(주제토론)

B. 학습활동

(지식탐구)

QR코드검색

C. 정리 및 평가

A. 토론(주제토론-바이러스가 뭘까요?

- 바이러스 모형에대하여 알바본다

 주변에서 예방대책을 이야기한다.

B. 놀이활동(지식탐구)

- 바이러스가 있을만한 공간알아보기

- 생활속에서 지켜야 할 약속 알아보기

- 바이러스모형 탐구하기

 방이러스 시청각 자료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eYrc5xdjobE

 워크북내용 채우기.

 바이러스 퇴치 게임활동하기.

 마스크 그리고 방역수칙 발표하기.

 백신에 대하여 선생님 이야기 듣기

 각 나라별 대책 알아보기

C. 정리 및 평가

- 바이러스의 전염과 내가 지켜야 할 활동

그리고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응원

해주기

10분

15분

10분

5분

게임으로

흥미를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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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Yrc5xdj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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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활용한예제안
바이러스구조모형살펴보기 알쏭달쏭바이러스란? 바이러스와방역

지금까지어떤바이러스가
있나요?

맘대로상상하여바이러스
그리기

코로나로인한증상은?

예방법찾아보기 내맘대로마스크만들기 백신과바이러스와방역

안전한등하교길 백신에대하여토의하기
나의안전한생활수칙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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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52RZJ5ZAN8M

1. 주제 : 바이러스의 이해

지난 20년간 신종 바이러스 30종 출몰

전염병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페스트

재앙’이 21세기에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아프리카 지역

에선 치사율 90%에 달하는 에볼라 출혈열이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무엇보

다 최근 20년간 30종의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해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

실이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오랜 싸움이 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최하등 생물인 바이러스와 최고등 생물인 인간 사이의 ‘공생(共生)을 통한 밀월’은

200만년 전 지구상에 인간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불문율

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1980년대 초 에이즈의 출현으

로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19세기 이전까지

상상도 못하던 가설입니다.

사람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많이 혼동합니다. 물론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는 점에서는 비슷한 구석이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세균은 몸

집도 바이러스보다 크고 핵을 가지고 있어 숙주 없이 생존과 번식이 가능하다. 또한

항생제가 어느 정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가장 작고 단순한 생명체이면서도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점은 자신의 유전자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정체를 알 수 없게 만

든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개발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운다 해도, 바이러스

는 자신의 유전정보를 변화시켜 새로운 모양을 갖추어 출몰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2RZJ5ZAN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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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 바이러스의 이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간색의 스파이크 단백질 그리고 당단백질과 막과 외피 단백

질 그리고 RNA유전체로 구성되었습니다.

3. 주제 : 알쏭달쏭 백신 이야기

4종류의 백신 플랫폼 기술 사용하여 개발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크게 4종류의 백신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신 플랫폼’이란 백신에서 특정 항원이나 유전정보 등만

바꾸어 백신을 개발하는 기반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백신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플랫폼에는 ▲바이러스벡터 백신

▲RNA 백신 ▲재조합 백신 ▲불활화 백신 등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백신은 사람의 몸속에 약한 바이러스를 넣어 강력한 항체를 형성하여

면역기능을 만들어 바이러스를 퇴치하도록 하는 것이 백신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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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모형구성

빨간색스파이크
단백질 26개

코로나돌기모형
좌우한쌍 투명단백질

케이스

RNA
모형

COVID-19

코로나-19는이표면에있는스파이크단백질을이용해인간세포에
있는수용체와결합하여세포속으로침투하게됩니다.



바이러스활동카드만들기 (안쪽선을잘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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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활동카드만들기 (안쪽선을잘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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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치료카드(안쪽선을잘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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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놀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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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상상하여모형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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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모양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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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퇴치하기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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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길로가야안전하게지에갈까요?



-내가알고있는내용을자유로이토론
하여봅시다.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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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저작은한국창의교육연구원에서제공하고있습니다.

비상업용으로자유로이활용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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