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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배우는 감각 Activity 3 
향기군	  – 교사용 

 

목표:  

향기들을 향기군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르친다. 

수업 시간:  

약 1 시간 

준비물:   

위스피(Whispis), 핸드아웃. 

 

도입: 

냄새도 음식이나 음악과 같이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향기군을 

사용하면 냄새를 묘사할 때나 특정 냄새를 이해하고 기억할 때 도움이 된다. 또한 

향기군에 따라 냄새를 묘사할 수 있는 언어적 다양성도 개발된다. 

 

수업: 

과제 1. 향기 바퀴 (*핸드아웃 설명 참조) (30 분) 

 

과제 2. 어떻게 생겼나요? (10 분) 

학생들이 짝을 지어 문제를 풀도록 한 뒤, 정답은 반 전체와 맞춘다. 

정답: 1-f (장미), 2-j (파인애플), 3-g (코코아), 4-e (풀), 5-h (빙하), 6.b (오렌지), 7-d 

(가죽) , 8-c (카르다몸), 9.i (목재), 10.a (민트) 

 

과제 3. 어떤 냄새가 나나요? (20 분) 

학생들을 짝을 지우거나 그룹을 지어서 경쟁하도록 한다.  

정답:  

꽃: 난꽃(16), 장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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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사과(1), 파인애플(13) 

달콤한: 바닐라(8), 코코아(14) 

초목: 풀(11) 

   미네랄/물: 빙하(12) 

   감귤류: 레몬(3), 오렌지(2), 베르가못(15) 

   동물: 가죽(4), 깃털과 퍼(19) 

   향신료: 시나몬(7), 카르다몸(18) 

   목재: 목재(6) 

   허브: 라벤더(5), 타임과 세이지(9) 

 

 

      *핸드아웃 설명:  

 

•   저학년의 경우 쉬운 향기군 3 개(예: 과일, 감귤류, 달콤한)만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학생의 나이, 수업 목표에 따라 향기군을 가감하여 수업 가능함.  

•   학생들이 냄새맡는 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단어와 

어귀를 활용하여 냄새를 묘사하도록 훈련시킨다. 

•   냄새가 본질적으로 무조건 좋다/나쁘다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정해둔다. 냄새가 나는 원인, 맡는 사람의 교육 조건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대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   냄새를 묘사할 때 개인적인 경험에서 유래된 기술어구를 사용해도 된다. 

전문가들도 때로는 ‘시골 마굿간’, ‘할머니의 분첩’, ‘바닷가 휴양지’ 처럼 경험으로 

부터 얻은 보다 뚜렷하고 정밀한 어구로 향을 묘사하기도 한다.  

•   향기군의 특징 및 구성요소가 서로 겹치기도 한다. 

•   후각과 다른 감각들과의 연계를 촉진시킨다. 냄새를 

예술작품/음악/색깔/촉감/모양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묘사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후각-청각-시각-촉각 사이를 자유롭고 다재다능하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잊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냄새를 묘사할 때, 언어보다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후각 훈련을 통해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