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기일식 
2017 년 8 월 21 일 월요일에 개기일식이 있을 것입니다.   Monroe County 

Community School Corporation 은 일식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역사적인 일식의 시작, 도중, 종료를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예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개기일식이란 무엇인가? 

“일식이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가리는 현상으로 달이 해의 

전부를 가리는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국립 과학 교사 협회, 2017 
 

 관측 참가  

초등학생 (PK-6 학년)들은 개기일식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래 웹사이트중에서 일식 시작, 도중, 종료의 이미지를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https://eclipse2017.nasa.gov/eclipse-live-stream 

몬타나 주립대학(Montana State University): http://eclipse.stream.live/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과학박물관 

(EXPLORATORIUM): https://www.exploratorium.edu/eclipse 
 

중고등 학생들 (7-12 학년)은 실시간 영상을 통해 개기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식 관측에 참여하는 과학 교사는 학생보호자의 서면 허락과 

교사의 감독하에서 학생들이 실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허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특수 안경을 쓰고 일식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철저한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12312-2 기준을 따른 5 개 

제조사의 일식 안경과 손잡이 용 태양광선 관측용 제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merican Paper Optics, Baader Planetarium (AstroSolar Silver/Gold 

film only), Rainbow Symphony, Thousand Oaks Optical, and TSE 17. 

교육 
교사들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일식에 관한 수업 

계획 및 방안에 대한 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인디애나 교육 



표준 및 기준에 맞을 것입니다.   이 수업 방안은 국립 과학 교사 

협회(NSTA)와  NASA Eclipse 웹 사이트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열거한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eclipse2017.nasa.gov and https://learningcenter.nsta.org 

 안전정보 
일식 현상을 눈으로 직접 보면 심각한 눈의 손상이나 실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8 월 21 일날 하교 후 일식을 눈으로 직접 보아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전망 시간 
아래 웹사이트에 의하면,  블루밍턴은 오후 12:57분 - 3:49 분 사이에  

최적의 일식 관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imeanddate.com/eclipse/in/usa/bloomington-in  
https://eclipse2017.nasa.gov/sites/default/files/interactive_map/index.html 

 
 

하교 
모든 초등학교는 일식이 끝날 때 하교 합니다.  모든 중고등 학교는 평상시와 

같이 오후 2:55 분에 하교 할 것입니다. 
 

정상 학교 활동 

오전에는 모든 학교가 평상시와 똑같이 정상 학교 활동에 참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12: 57 분 – 3:49 분 사이에는 일식진행시간때문에 모든 

야외활동(예: 야외 휴식, 야외 운동/경기 등)을 금할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들에게는 일식 중 취해야할 안전 수칙과 주의 사항을 알릴 

것입니다. 
 

교과과정 정보 
http://static.nsta.org/extras/solarscience/SolarScienceInsert.pdf -국립 과학 

교사 협회에서 마련한 책자.  이 PDF는 전체 일식이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일식을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전체 일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 그리고 일식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책자는 또한 일식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에게 권하는 사항과 일식 중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https://indiana.pbslearningmedia.org/resource/ess05.sci.ess.eiu.eclipse/solar-
eclipses/#.WYk0oCMrKfR-  이 웹사이트는 일식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짧은 

(2분)동영상입니다. 
 
https://eclipse2017.nasa.gov/safety -이 링크는 일식 관측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www.nasa.gov/content/eye-safety-during-a-total-solar-eclipse -이 

링크는 일식 중에 무엇을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식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https://eclipse2017.nasa.gov/k-12-formal-education -이 웹사이트는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및 시뮬레이션에 관한 예제들이 있는 훌륭한 웹 

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구별된 

시뮬레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권장하는 활동 외 추가로 문헌 

자료도 제공합니다. 
 

https://eclipse2017.nasa.gov/safety -이 사이트는 일식을 볼 때 일식 안경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