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하와 기후변화
콘텐츠의 개요
1. 교과과정

중학교-1학년 2학기-과학
단원명-7.1.2 눈이 녹지않고 쌓이면
빙하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빙하의 중요성과 빙하와 이산

2. 콘텐츠 특징

화탄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 형태 및 소요시간: 동영상, 약 5분

전개 단계에서 빙하를 통해 얻은 과거의 이산화탄소양으로부터
3. 콘텐츠 활용방안

과거의 기온의 상관관계를 알게 한다. 빙하와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할 점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 내용 및 활동
화면

화면 설명

이산화탄소와 기후의 관계

뉴스자료- 빙하녹는 속도 증가

- 63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

학습지도안 예시
Ⅶ. 수권의 구성과 순환
단원명

1. 육지의 물
➋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이면

학습목표

Ÿ

빙하의 형성 과정을 알고, 빙하를 통해 지구 기후 변화를 해석할 수 있
게 한다.

학습과정
도입

교수-학습활동
∘ 도입 자료를 통해 빙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
게 한다.
⦾ [탐구] 빙하를 통해 알아낸 기후 변화
-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기온 변화를 각 그래프에서 해
석하게 한다.
-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기온 변화 관계로부터 과거의
기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전개

⦾ 개념 설명
3. 빙하 연구의 중요성
- 빙하를 통해 과거 지구의 기후 변화와 함께 환경 변화
를 알 수 있음을 확인한다.
- 빙하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가 극
지역에 과학 기지를 건설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정리

- 이번 차시 학습 내용 정리

- 64 -

자료 및 유의사항

탐구 보고서
일시

0월

0일

0요일

00:00

주제

학년 반 번호
이름(모둠명)

탐구제목

빙하와 기후변화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학습목표

1. 빙하 연구 결과를 해석하여 기후 변화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 그래프는 남극의 보스토크 지역에서 캐낸 빙하는 분석하여 42만 년 동안 공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 변화와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출처 : NOAA)
1. 자료에서 42만 년 동안 이산화 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확인한다.
2. 자료에서 42만 년 동안 기온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확인한다.

정리하기

1. 이산화 탄소 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기온은 어떻게 변하는가?
2. 이산화 탄소 농도는 기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보고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시 학생 자체 제작 결과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기존 자료를 이용할 시 출처를 기재하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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