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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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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의 목적은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그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는 서울소재 D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단원의 수업을 모두 마
친 후에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예방하기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호흡계 6종 11건, 소화계 3종 9건, 순환계 5종 6건, 골격계 1종 1건, 기타 1종 1건
의 질병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초등학생들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높은 기관 즉, 호흡기, 소화기 관련 질병을 
많이 선택했다, 둘째, 최근의 전세계적인 팬더믹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 위생이 생활 습관화 되어야 하
고 이를 통해 질병예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셋째, 초등학생들은 각각의 질병의 특징을 잘 추출하여 포스터에 
필요한 부분으로 정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치명적인 질병으로 암에 대한 내용은 총 29건 중 1건만 제시된 것은 현안이 되
고 있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keywords : 질병. 예방, 치료, 우리 몸의 기관 

3. 연구 내용 

4. 연구 결과 

1. 초등학생들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높은 기관 즉, 호흡기, 소화
기 관련 질병을 많이 선택했다,. 
2.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많은 것은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시기가 겨울인 점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3. 치명적인 질병으로 암에 대한 내용은 총 29건 중 1건만 제시된 것은 현안
이 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논의  

(1) 2015개정과학과교육과정(교육과정정책과, 2015)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인간 활동에 있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감각 기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
을 경우에 나타나는 질병을 조사하고, 예방법을 조사･발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이 필요함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현행 국정교과서-질병 박람회 
 

(2) COVID-19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박광호 외, 2020) 

1.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그 예방법과 치료법
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인식은 무엇인가? 
 
2.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동료의 과제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가? 

1. 서울소재 D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9명이 참가 
2.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단원의 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예방하기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과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질병의 종과 건수 

  종 건수 
소화기계 3 9 
호흡기계 6 11 
순환계 5 6 
골격계 1 2 
기타 1 1 
 합계  17 29 

소화기관 : 식도염2, 위염 3, 장염4,  
호흡기계 : 코로나 19 2, 비염, 흡연, 폐렴3, 
폐결핵3, 폐암 
순환계 :부정맥 2, 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장
마비 
골격계 :골다공증2 
기타 : 동상 

2. 동료 평가 
합계 

잘 만든 사람 내용정리 16 그림 5 자세히 3 한눈에 보기 2 생활 1 27 
열심히 한 사람 노력 10 내용 7 그림 3 자세히표현 4 의인화 1 예쁨 2 27 
내용전달 웹툰 1 재미 1 그림 11 꼼꼼 10 위험성 3 유익 1 27 
재미있게 표현 재미있는 표현 6 만화 13 의인화 3 자세한 그림 5 27 

박○아 4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치료법 제시 
정보가 많다 
그림과 설명이 잘 쓰였다. 
그림과 글씨, 정보 모두 풍부하다. 

1. 질 민든 사람 2. 열심히한 사람 

이○준 4 고혈압에 대해 잘 씀 
고혈압 글씨 쓰는 것이 힘들
었을 것 같다. 2 
선을 힘들게 그림 

3. 내용전달 잘한 사람 4. 재미있게 표현힌 시림 

권○이 4 
웹툰식으로 그려서 내용을 더 재미
있고 쉽게 전달 
글이 많다. 
잘 조사하여 이해가 잘되었다. 

김○진 19 
비염을 의인화해서 더 자세히 읽고 
싶게 되었다 17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해 웹툰처럼 
그렸다 

1. 초등학생들은 각각의 질병의 특징을 잘 추출하여 포스터에 필요한 부분
으로 정리한 것을 알 수 있다 
2. 최근의 전세계적인 팬더믹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개
인 위생이 생활 습관화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질병예방을 할 수 있다는 생
각이 지배적이었다.  
3. 초등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할 때 글과 그림으로 정보를 잘 
표현한 것을 선호했다. 
4. 내용전달에서도 성실히 정성을 다한 것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내용을 웹툰 형식으로 캐릭터를 설정해서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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