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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 STEAM 교육 모델을 적용하여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신장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평가 방법도 함께 개발하였고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적용해본 결과 학생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STEAM story 나눔’행사를 통해 협력 현장연구의 긍정적
효과와 STEAM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2. 서론
◦STEAM 교육 모델을 적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신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STEAM 교육의 장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과학탐구 및 STEAM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STEAM 교사연구회 과제 수행 현황
- 연구팀의 수시 회의를 통해 STEAM프로그램 개발을 하였고 그 결과를 교차 검
토, 전문가 자문 실시 및 결과 반영, 지속적 수정 작업을 통해 학생에게 적용할
STEAM프로그램을 도출함.
-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고, 4~6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학
년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함.
- 2020년 10월 5일 연구 대상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태도검사를 실시하였
고, 10월 8일부터 10월 19일 사이에 학년 및 학급별 프로그램(총12차시) 적용을
하였으며, 11월10일 만족도 조사 실시도 완료함.
- 4학년 학생의 수준에 따라 일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교사의 수준별 설
명에 따라 이해가 가능하였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대면 활동 중심 연구 및 적용에서 비대면(블렌디드 러
닝 포함) 활동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발하고자 회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런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함. 또한, 기존에 계획한 STEAM행사를
코로나19 상황으로 간소화하여 STEAM story 나눔 세미나로 실시함.
-“STEAM으로 만나는 물질 탐구 프로그램 개발 -세 얼굴을 가진 물-”이라는 주
제로 STEAM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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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STEAM으로 만나는 물질 탐구 프로그램 개발 -세 얼굴을 가진 물-

선행
프로그램명

해당없음

학교급

초

중심과목

과학

수학

연계과목
STEAM
프로그램
구분

국어
미술
사회

대상 학년(군)

4학년

중심과목
[초등학교 3-4학년군](7) 물질의 상태, (9) 물체의 무게,
성취기준 영역 (14) 물의 상태 변화, (17) 물의 여행
[초등학교 3-4학년군](1)
자료와 가능성
연계과목
[초등학교 3-4학년군](1)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3-4학년군](2)
[초등학교 3-4학년군](4)

수와 연산, (3) 측정, (5)
듣기·말하기, (3) 쓰기
표현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2

과학(1.5) + 수학(0.5)

2

2

과학(1.5) + 수학 및 국어(0.5)

3

2

과학(1.5) + 수학 및 국어(0.5)

4

2

과학(1.5) + 수학 및 국어(0.5)

5

2

과학(1) + 미술, 사회, 수학(1)

6

2

과학(1.5) + 수학(0.5)

개발계획

비고

해당없음

- 구체적인 수행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12차시

수업 적용 일정

2020.10.8. ~ 2020.10.19.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제암초등학교 104명(4학년 전교생, 4학급)

학생 태도검사

사전검사

10월 5일, 4학급(104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11월 10일, 4학급(104명) 실시 완료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11월 10일 실시 완료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2020. 11월 16일 ‘STEAM story 나눔’ 행사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해당 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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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 STEAM 교사연구회 참여 속에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진행하면서
연구팀 구성원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더욱 신장됨.
-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STEAM 교사연구회 운영과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내용 및 적용 부분도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
음. 이런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STEAM 교사연구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팀 교사들이 서로 배려하고 함께 도와주며 노력했음.
- 한주 뒤도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STEAM 교사연구회를 운영하
면서 회의와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등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2021년에
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되면 좋겠음.
- 여러 학교 교사들이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연
구팀 교사의 STEAM 수업 역량 증가와 함께 주변 선생님들도 STEAM에 대한 막
연한 낯설음, 어색함이 한층 줄어드는 시간이 되어서 의미가 있었음.
- 참여한 학생 중에서 ‘과학 속에서 수학과 국어를 함께 배우는데 재미있어서 좋
았어요’,‘과학을 어려워했는데 재미있어졌어요’와 같은 이야기를 교사에게
해줄 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보다 뿌듯한 보람이
더욱 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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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 명: 세 얼굴을 가진 물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1

2

3

4

5

차시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2/12

[4 과 17-01] 물이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순화하는
과정을 생명체, 지표면, 공기 사이 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4 과 14-01] 물이 수증기나 얼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
고,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4 과 14-02]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
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 과 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수학)
[4 수 03-08] 무게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
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g 과 1kg 의 단위
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4 수 03-09] 1kg 과 1g 의 관계를 이해하
고, 무게를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할 수
있다.

3~4/12

(수학, 국어)
[4 수 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
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
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4 과 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
[4 수 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
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
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4 국 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
하며 듣고 말한다.

5~6/12

(수학, 국어)
[4 수 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
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
[4 과 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
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4 수 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
[4 과 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4 국 03-03]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자
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7~8/12

[4 과 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
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4 과 14-02]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
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 과 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수학, 국어)
[4 수 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
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
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4 수 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
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
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4 국 03-03]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자
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 과 14-02]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
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9~10/12
수 있다.
[4 과 07-01]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용기에 따른 모양과

(미술, 사회, 수학)
[4 미 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4 사 04-04]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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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 변화를 관찰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4 과 14-01] 물이 수증기나 얼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
고,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11~12/12 관찰할 수 있다.
[4 과 09-01]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를
조사하고 무게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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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환 및 교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간 경제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을 탐구한다.
[4 수 03-11] 실생활 문제 상황을 통하여
무게의 덧셈과 뺄셈을 이해한다.
(수학)
[4 수 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
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
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4 수 03-11] 실생활 문제 상황을 통하여
무게의 덧셈과 뺄셈을 이해한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2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구름이 되어 뭉실뭉실, 비가 되어 주룩주룩

＊ 초등과학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 4 학년 2 학기 5 단원. ‘물의 여행’
[4 과 17-01] 물이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순화하는 과정을 생명체, 지표면, 공기 사이 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4 과 14-01] 물이 수증기나 얼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고,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4 과 14-02]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 과 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1~2
/12

이 차시는 4-2 학기 과학 [4 과 17-01] ‘물이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순화하는 과정을
생명체, 지표면, 공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를 중심으
로 구성된 차시이다. 직접 응결장치를 만들어보며(E), 비커와 풍선에 맺힌 물의 무게를 재어
보고(M), 그 변화를 통해 응결의 개념을 학습한다(S). 물의 순환을 그림으로 그려보며(A), 물
의 순환 과정 중에 있는 정화기술에 대해서도 학습(E)한다.
Co ‘스스로 물 만드는 물병’을 소개하고 물이 어디서 왔을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마법의 물
병이 있다면,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지 발표한다.
CD 물이 담긴 페트병에, 풍선을 불어 응결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 이때
실험은 2 회에 걸쳐서 하는데, 처음에는 물에 색소 없이 실험을 하여, 풍선에 맺힌 물
이 어디서 왔는지 토의하게 한다. 토의 후에는 물에 색소를 첨가하여, 재실험을 통해
토의 내용을 확인해본다.
ET
물의 순환을 그림과 연극을 통해 나타내도록 한다. 물의 순환 전 과정을 모둠별로 배분
해 하여, 맡은 장면을 나타내도록 하고, 서로 발표를 하며 자신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한다.
준비물(1 인) : 둥근 플라스크, 비커, 따뜻한 물, 얼음, 검은도화지, 하얀도화지, 물감, 막자,
막자사발, 8 절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주제(단원)명

물에도 발자국이 있다구요?

＊ 초등과학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 4 학년 2 학기 5 단원. ‘물의 여행’
[4 과 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3~4
/12

이 차시는 4-2 학기 [4 과 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구성된 차시이다. 지구 상에 물이 얼마
나 있고, 그 중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S)이 얼마나 되는지 학습한다. 또, 자신이
하루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을 직접 연산을 통해 계산(M)해 보면서 자신의 물 사용량을 숫자
로 친구들과 비교해 본다. 직접 사용하는 물 외에도,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
걸쳐서 쓰이는 물이 있음을 인식하고(T), 이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나타내본다(A)
Co 2020 년 우리 나라의 장마,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면서,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발표해 본다. 내가 속한 지역의 피해와 관련된 사진이나 뉴스를 제공한다.
CD 지구상에는 물이 얼 만큼 있는지 확인한다. 그 중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얼
만큼 인지, 직접 우유팩을 가지고 활동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나라별로 하루
물 사용량 표를 제시하고, 이를 막대그래프로 변환해보고, 나라마다 왜 물 사용량이 다
른지 토의해본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하룻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을 측정한다.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 외에도, 가상수의 개념을 학습함으로서 학생이 학교에서 사용
한 제품이나, 점심시간 급식메뉴를 가지고 그 안에 담긴 가상수를 계산해보도록 한다.
ET
가상수를 물 발자국으로 나타내어, 표현하면서 자신의 물 발자국과 친구의 물 발자국을
해 보며 스스로 물 절약의 의지를 갖는다. 또, 낭비되고 있는 음식이나 제품의 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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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물이 사용됨을 알고, 음식과 제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준비물(1 인) : 10L 이상 통, 1L 우유팩, 200ml 우유팩, 색연필, 8 절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주제(단원)명

돈으로 살 水 없는 물

＊ 초등과학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 4 학년 2 학기 5 단원. ‘물의 여행’
[4 과 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4 과 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5~6
/12

이 차시는 4-2 학기 [4 과 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구성된 차시이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물 사용량과 비교해본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물이 생명 유지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배우고(S),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기술(T)이 적용된 발명품
들을 보면서 그 원리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한다(E). 물 절약 슬로건을 제작하여(A)
캠페인 활동 하며, 물 절약 실천을 다짐한다.
Co ‘아이샤의 하루’를 보면서, 비슷한 나이의 학생인 아이샤가 왜 학교에 갈 수 없는지 발표한
다. 내가 만약 아이샤라면, 어떤 느낌일지, 아이샤를 위해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생각한다.
CD 저번 차시에 학생들은 자신의 하루동안 물 사용량을 구했다. 이 수치에 대한 비교대상
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인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을 인구수로 나누어, 1 인당 물
사용량을 직접 계산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물 소비습관을 점검하고, 다른 나라의 1 인
당 물 사용량과 비교하여, 물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한다. 물 부
족에 시달리는 나라들에 관한 영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기술의 의미에 대해 배우
고, 적정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물품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깨닫는다.
ET
차시를 학습하면서 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학습하고, 다른나라의 예
해 시를 보여주며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절약의지를 다진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해있음을 상기시켜, 물 부족이 다른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곳에서
도 일어 날 수 있음을 꺠닫도록 한다. 이를 슬로건을 통해 발표한다.
준비물(1 인) : 8 절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주제(단원)명

물의 화려한 변신. 첫 번째 –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 초등과학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4 과 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4 과 14-02]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 과 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7~8
/12

이 차시는 4-2 학기 [4 과 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
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를 중심으로 구성된 차시이다. 물 부족 국가들의 주민들이 물을
얻는 지혜와, 사막의 딱정벌레가 물을 얻는 방법을 학습하며, 응결의 개념과 이를 이용해 물
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S). 솔라볼과 솔라콘에 적용된 디자인과 기술을 이해하고(T), 효
율적인 솔라볼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것들을 생각하여 제작해본다(E). 솔라볼에 심미
적인 아름다움을 적용하고 디자인하며, 이를 통해 얻은 물을 측정해본다(M). 자신의 하루 물
사용량을 바탕으로, 솔라볼이 얼만큼 있어야 하는지 계산해본다.
Co 딱정벌레와, 부족의 지혜를 바탕으로 자연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해본다.
내가 만약 무인도에 갔다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을지 자유롭게 상상한다.
CD 솔라볼과 솔라콘을 소개하고, 왜 이런 물건들이 나오게 됐는지, 왜 이러한 모양으로 생
겼는지 토의해본다. 솔라볼과 솔라콘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적용된 과학 원리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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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한다. 효과적인 솔라볼, 솔라콘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바꿔가며 제작해보고,
직접 만든 솔라볼로 하룻동안 물을 모아본다. 어떤 솔라볼이 가장 많은 물이 모였는지
비교해보고, 장단점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표한다.
ET
전 과정을 통해, 지금 만드는 솔라볼과 솔라콘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해 있음을 이해시키고, 물에 대해 소중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솔라볼과 솔라콘을 만들
며 친구들과 토의하고 제품을 제작,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끈기를 기른다.
준비물(1 인) : OHP 필름, 테이프, 가위, 사인펜, 검은색네임펜
주제(단원)명

물의 화려한 변신. 두 번째 - 수증기

＊ 초등과학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 초등과학 3 학년 1 학기 2 단원. ‘물질의 성질’
[4 과 14-02]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 과 07-01]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용기에 따른 모양과 부피 변화를 관찰하여 설명할 수
있다.

9-10
/12

본 차시는 4-2 학기 [4 과 14-02]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차이점을 알
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를 중심으로 구성된 차시이다. 물이 기화
되어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크게 팽창한다는 것을 알고(S).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동
력을 내는 증기기관을 접하고(T),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여 증기로 가는 배를 만들어본다.(E)
또한 증기선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꾸며보고(A) 몇 g 의 화물을 싣을 수 있는지 측정해
보며(M) 짐을 싣기에 적절한 위치를 찾아본다.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교역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교역품을 나를 적합한
운송수단에 대해 생각해 본다.
CD 무거운 짐을 싣고 물 위에서 나아가는 증기선의 선체모양, 사용하는 재료 등을 정하여
설계하고 만들어 본다.
ET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무거운 짐을 싣고 물 위에서 나아가는 증기선을 만드는 과
해 정에서 집중력과 끈기를 기른다. 우리 지역(나라)의 특성을 조사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
을 형성하고 다른 나라나 문화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Co

준비물(1 인) : 우드락, 자, 우유갑, 지점토, 캔, 빨대, 티-라이트, 송곳, 칼, 가위, 점화기

주제(단원)명

11-12
/12

물의 화려한 변신. 세 번째 - 얼음

＊ 초등과학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 초등과학 4 학년 1 학기 4 단원. ‘물체의 무게’
[4 과 14-01] 물이 수증기나 얼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고,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4 과 09-01]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를 조사하고 무게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차시는 4-2 학기 [4 과 14-01] ‘물이 수증기나 얼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고, 물이 얼 때
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구성된 차시이다. 얼
음이 가진 특성을 알고 실생활에서 얼음을 이용하는 경우를 찾아본다(S), 소금을 뿌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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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를 더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여(T)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고(M) 다양한 재료를 제한적
으로 사용하여 가장 만족도 높은 아이스크림을 만든다.(E)
얼음이 가진 특성을 생활에 이용하는 예를 살펴보고 혼합액을 얼려 만드는 간식인 아
이스크림의 종류 및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CD 여러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만들고 소금을 뿌린 얼음을 이용하여
차갑게 얼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본다. 제한된 재료의 종류를 고려하여 최대한 만족
도가 높은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만든다.
ET
자신이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성취의 기쁨과 재미를 느끼고, 사랑하는 가족과
해 함께 나누어 먹으며 가족애를 키운다.
Co

준비물(1 인) : 소금 1kg, 각 얼음, 스테인레스 볼 2 개(또는 지퍼백 3 개), 전자저울,
가공우유(딸기, 초코, 커피우유 등), 생크림, 스푼, 기타 재료(와플, 쿠기, 과일조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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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중심과목
성취기준

[4 과 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
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단원)명

구름이 되어 뭉실뭉실,
비가 되어 주룩주룩

차시

1~2/12

학습목표

1. 다양한 상태의 물이 이동하며 순환하는 과정을 실생활 현상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2.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응결의 예를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연계과목

[4 수 03-08] 무게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g 과 1kg 의 단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4 수 03-09] 1kg 과 1g 의 관계를 이해하고, 무게를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할 수 있다.

수학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이슬, 안개, 구름, 비가 생기는 현상 및 응결의 개념 학습
STEAM
요소

T 물의 순환에 있는, 정화기술에 대해 학습
E
A 물의 순환을 그림과 연극으로 그림

M 전자저울을 이용한 무게 측정
응결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학개념이다. 따뜻한 물을 넣은 비커 위에 얼음이 든 플라스
크를 올려놓고, 비커 안, 플라스크의 겉면과 아랫면에서 각각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해
본다. 물에 물감을 타서 한번 더 실험을 진행하고, 플라스크에 맺힌 물의 색이 물감을 탄
개발 의도 물과 같은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통해 물이 어디서 왔을지 생각해본다. 응결의
개념을 실험을 통해 학습하고 플라스크에 맺힌 물들이 다시 물방울이 되어 비커로 떨어지
는 것을 통해, 물의 순환을 이해하고 실제 자연현상에 접목시켜본다. 일상생활에서 응결이
일어나는 예를 찾아보고 발표한다.
■ 실험 장치 만들기
■ 실험 장치 중 둥근 플라스크에 맺힌 물이 어디서 왔을지 토의함
■ 물감에 물을 타고, 한 번더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한 후, 플라스크에 맺힌 물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더 토의함,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물의 무게를 측정함.
■ 응결의 개념을 도입하고, 응결 장치를 자연현상에 적용하면 어떤 현상일지 토의해봄
■ 물의 순환을 그림으로 그려 나타냄.
■ 일상생활에서 응결의 예시를 찾아 발표함.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스스로 물 만드는
물병 영상 시청후
물은 어디서 왔을지
토의.
· 내가 물방울이 라면
어느 곳을 가고
싶은지 상상.

창
의 · 응결장치 만들어 실험.
적 · 물의 순환을 그림과 연극으로
설 표현하기.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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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어디서 왔는지
토의하고 재실험을
통해 확인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낌.
· 물의 순환 과정을
그림과 연극을 통해
학습의 이해를 도움.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스스로 물 만드는 물병’ 영상 시청 후 느낀 점 나누기
T :
T :
-

도입
(5 분)
ET

무엇에 관한 영상인가요?
스스로 물을 만드는 물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은 어디에서 온 것 같나요?
물병 바깥에서 온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느낀 점 나누기
T :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까요?
- 무인도에 갇혔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CD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동기유발
영상
:https://ww
w.youtube.
com/watch
?v=RhQoW
DFavTI

활동 1. 어디서 온 물일까요? ⓈⒺ
T : 다음 실험을 하며, 비커 안, 플라스크의 겉면과 아랫면에서 각각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해봅시다.
준비물 : 둥근 플라스크, 비커, 따뜻한 물, 얼음, 검은도화지, 하얀도화지,
물감, 막자, 막자사발
① 막자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잘게 부순 얼음과 물을 둥근 바닥 플라스
크에 조금 넣기
② 따뜻한 물을 넣은 비커 위에 얼음이 든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비커 안,

재실험
시, 하얀 도
화지를 뒤에
대고 관찰하
여, 색소방
울이 잘 보
이도록
한
다.
Tip!

플라스크의 겉면과 아랫면에서 각각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하기
③ 검은색 도화지를 뒤에 대고 비커 안, 플라스크의 겉면과 아랫면에 각각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기
T :
T :
T :
T :
-

전개
(65 분)

CD

CD

CD

둥근 플라스크 아래 부분에 맺힌 물은 어디서 온 물일까요?
플라스크 안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플라스크 안에 물에 빨간색 색소를 타고, 다시 실험을 진행해봅시다.
플라스크 아래 부분에 맺힌 물의 색은 어떤가요?
빨간색입니다.
비커에 있던 물과 같은 색입니다.
플라스크 아래 부분에 맺힌 물은 어디서 온 물일까요?
비커에 있던 물인 것 같습니다.

■ 물방울형제
https://ww
T : 응결은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상현상에서 w.youtube.
는 이슬, 안개, 구름 등이 응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com/watch
T : 일상생활에서 응결의 예시를 찾아 발표해봅시다.
?v=Ngrn5q
- 찬 음료수가 들어 있는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입니다.
vBtH0
- 창문을 닦을 때, 입김을 불면 뿌옇게 변합니다.
■ 방울이의
물 여행
활동 3.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https:// w
T : ‘물방울형제 이야기’를 보면서 물의 순환에 대해 배워봅시다.
작은 옹달샘 – 하늘나라 – 눈/비 – 지하수 – 정수공장 – 집 – 사람 몸 ww.youtub
e.com/wat
T : ‘물방울형제 이야기’ 연극과 그림으로 꾸며 봅시다.
ch? v=ooq
UE6S9sYo

활동 2. 응결에 대해 알아볼까요?ⓈⓉⒶ

활동 4. 연극을 발표해 봅시다.ⓈⓉⒺⒶ

T : 연극,그림을 발표해봅시다.
정리
(10 분)

ET

연극을 발표하고 느낀 소감 이야기하기

Tip!

대사에
T : 친구들의 연극을 발표하며, 물의 순환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발표해봅시다. 집중하여 발
T : 잘 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발표해봅시다.
표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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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4 학년 2 학기
5 단원. ‘물의 여행’

중심과목
성취기준

[4 과 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물에도 발자국이 있다구요?

차시

3~4/12

학습목표

연계과목

1.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2.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용한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을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
국어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4 수 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4 수 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4 국 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S 지구 상의 물의 양 예상해보기
T 물 발자국(Water FootPrint)를 통해 물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전 과정 알아보기
STEAM
요소

E
A 그래픽요소(인포그래픽)를 활용해 정보를 전달하기
M 내가 하루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 계산해보기

개발 의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장마, 폭우, 홍수 등의 물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물 절약 교육을 하는 것은 뜬 구름 잡기 식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와 닿는 교육을 하기 위해, 지구 상 존재하는 물의
총량과 그 중 인류가 사용가능한 물(담수)의 비율을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물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물(가상수)을 계산해 봄으로서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숫자를 직접 느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 지구 상 존재하는 물의 총량 중에 우리가 사용가능한 물(담수)의 양과 비율을 확인해본다.
■ 학생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다
- Measure water Flow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여 하룻동안 물 사용량 측정
■ 물발자국 계산을 통해, 학교에서 내가 간접적으로 사용한 물의 양을 알아보고,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낸다.
- https://www.watercalculator.org 을 활용하여 나의 물발자국 측정
■ 각자 제작한, 그래프와 인포그래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장마,폭우,홍수 등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
후 문제 상황 파악하
기.
· 왜 물을 아껴야 할지
토의하기.

· 물의 총량 중에 인간이 사용가
창 능한 물의 비율 나타내기.
의 · 자신의 물 사용량 그래프로 나
적 타내기.
설 · 물 발자국 인포그래픽으로 나
계 타내고 발표 준비하기.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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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팩으로 우리가
사용가능한 물의 양
을 직접 확인하고 느
낀점 발표하기.
· 자신의 물 사용량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
었는지 의견 나누기.
· 물 사용에 대한 경각
심 느끼기.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장마, 폭우, 홍수, 가뭄 등과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 후 느낀점 나누기
T : 무엇이 문제인가요?
T : 영상 속 상황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 물이 너무 많아서, 넘처 흐르고 있습니다.
- 물에 차와, 동물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 물이 부족해서, 농작물이 매말라가고 있습니다.

도입
(5 분)

ET

영상을 보고 느낀 점 나누기

활동 1.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을까요?ⓈⓉⓂ
T : 지구상에는 얼만큼의 물이 존재할까요? 다음 활동을 통해 상상해봅시다.
1. 학생들에게 1 ㎦가 얼마만한 양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한다. 1
㎦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 ㎞인 정육면체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각 1m 인 정육면체를 10 억개 만큼 쌓아놓은 양이다. 이 만큼의 물은
1 톤과 같은 양이다.
2. 다음의 내용을 알려준다.
(1) 지구의 대기중에는 항상(어느 때나) 12,698 ㎦ 만큼의 물방울과
수증기가 존재한다.
(2) 대기중에 흩어진 습기는 12 일마다 비가되어 다시 지구로 내려온
다.
(3) 389,000 ㎦의 물이 매년 지구표면에서 증발한다. 그중 327,000
㎦은 바다에서, 나머지 62,000 ㎦은 땅에서 증발한다.
(4) 증발된 물은 다시 매년 389,000 ㎦의 비가 되어 바다와 육지로
내려온다.

전개
(65 분)

T : 자, 여러분 지구 상에 있는 물을 상상할 수 있겠나요?
CD

■ 동기유발
영상
:
https://ww
w.youtube.c
om/watch?
v=G3itkT5r
YtU
Tip!

T : 최근, 장마, 폭우, 홍수 등의 뉴스를 보고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CD

학습자료
및 유의점

활동 2. 물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물을 아껴써야 할까요?ⓈⓉⒶⓂ
T :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물을 아껴써야 할까요?
T : 다음 표는 지구 전체 물의 분포를 나타낸 표입니다.
T :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는 물을 사용할지 자유롭게 발표해봅시다.
- 바닷물을 쓸 것 같습니다
- 지하수를 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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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체 물의 분포
비율(%)
97.2
2.8

지역
바닷물
육지의 물
육지에 있는 물의 분포
상태
빙하 또는 얼음
지하수

비율(%)
69.55
30.06

상태
강,호수,습지
대기중 수증기

비율(%)
0.35
0.04

T : 우유팩을 가지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1. 큰 물통에 물을 1ℓ짜리 우유팩으로 떠서 10 번 쏟아붓는다. 이 물은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물의 양을 상징한다.
2. 이 물통에서 2 백㎖짜리 우유팩으로 한 번 퍼내고 다시 절반만큼 퍼내
어 다른 조그만 물통에 담는다. 이는 육지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의
미한다.(10ℓ를 기준으로 할 때 육지 물의 양은 대략 2 백 80 ㎖이지
만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3 백㎖를 퍼내도 무방하다.)
3.이 조그만 통에서 다시 2 백㎖짜리 우유팩 1 개의 양과 2 백㎖짜리 우
유팩 3 분의 1 만큼의 양을 덜어낸다. 덜어낸 물은 지구상의 빙하나
얼음의 양을 나타내고, 남은 물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다.
T : 덜어내고 남은 물을 봅시다. 물의 양이 어떤가요?
-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너무 적습니다.

Tip!

물 의
사용량이 균
등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Tip!

휴대폰
이 없는 학생
들을
위해,
T : 학습지의 종이컵과 원그래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표시해봅 활동에 따른
시다.
물 사용량 표
를 제공한다.
CD

활동 3.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물 사용량은 얼만큼일까요?ⓈⓉⒶⓂ
T :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과, 여러 나라의 물 사용량을 조사해봅시다.
(http://wamis.go.kr/WATERPORTAL/sub_10_01.html)
조사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고 비교해봅시다.
T :
-

CD

나라별로 물 사용량이 다른 이유를 추측해봅시다.
물 사용량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지구 곳곳에 균형있게 배분되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을 너무 낭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활동 4. 실제로 나는 얼만큼의 물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T : Measure Water Flow 어플로 하루동안 자신의 물 사용량 측정해봅시다
(Measure Water Flow 어플 소개 PPT를 제시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인지
하도록 한다. 핸드폰 어플이 사용 불가능한 학생에게는, 물 사용량 표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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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따
른 가상수 표
제공

한다.)
T : 내가 사용하는 물 사용량과, 다른 나라와의 1 인 물 사용량 비교해봅시다
CD

활동 5. 물에도 발자국이 있다구요?ⓈⓉⒶⓂ
T : 물 발자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T : 내가 오늘 먹은 점심식사나, 학교에서 사용한 물건이 생산,유통,소비,폐기
되기까지 사용된 가상수를 계산해볼까요?
T : 사용한 가상수를, 물 발자국으로 나타내봅시다.

ET

물 발자국을 발표하고 느낀 소감 이야기하기
T : 친구들의 물 발자국 발표를 듣고, 느낀점을 이야기해볼까요?
- 이렇게 까지 많은 물을 사용하는 줄 몰랐습니다.
- 보이지 않게 사용하는 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 가상수까지 포함한, 하루 물 사용량을 계산해보니,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정리
( 10 분)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5 단원. ‘물의 여행’

중심과목
성취기준

[4 과 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돈으로 살 水 없는 물

차시

5~6/12

학습목표

1. 경기도의 1 일 물사용량을 바탕으로 1 인 적정 물 사용량을 계산하고, 나의 하루 물
사용량과 비교할 수 있다.
2. 세계 여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물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4 수 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연계과목

수학
국어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연계과목
[4 수 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성취기준 영역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4 국 03-03]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S 물질의 상태변화
STEAM
요소

T 적정기술의 의미 이해하기, 지속가능한 발전 이해하기
E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 이해하기
A 물 절약 슬로건 제작
M 3. 경기도의 1 일 물사용량을 바탕으로 1 인 적정 물 사용량을 계산하기

개발 의도

경기도 1 인 적정 물 사용량과, 자신의 하루 물 사용량을 비교해 봄으로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물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몰 사용소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소개를 통해, 물은 무한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해있음을 상기시켜, 물 부족이 다른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곳에서도 일어 날 수 있음을 꺠닫도록 한다.

■ 경기도 1 일 물 사용량을 경기도 인구로 나누어, 1 인당 평균 물 사용량을 구한다.
- 결과값을 세계 권장 물 사용량과 비교하고 1 차시에 했던 자신의 물 사용량과도 비교한다.
- 비교내용을 발표한다.
■ 세계 각국의 물 부족 현상들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소개한다(동영상 시청)
-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이 얼마나 필수적인 자원인지 느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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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우리나라가 영상속의 환경에 놓인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있을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토의한다.
■ 세계 각국의 물 부족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과 여러 발명품을 조사한다.
- 적정기술의 의미를 알려주고, 적정기술의 예시를 소개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배운다.
■ 물 절약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다짐 슬로건을 제작한다.
- 슬로건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세계권장1일 물
사용량과, 경기도1일
물사용량과, 나의 1일
물사용량을 비교한다.
· 세계 각국의 물 부족
현상과 그로 인한
어려움(영상)을
시청한다

· 물 부족 현상들을 극복하기
창
위한 노력들 알아보기.
의
· 적정기술이 적용된 예시
적
알아보기.
설
·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계
아이디어 산출

· 물은 유한한
자원이며, 물 사용에
대한 경각심 가지기.
· 물 절약에 대한 의지
다지기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에티오피아에 사는 아이샤의 하루’ 영상 시청 후 느낀 점 나누기
T : 아이샤가 매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T : 왜 아이샤는 학교에 갈 수가 없나요?
- 매일매일 물을 길어 나르느라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도입
(5 분)

ET

영상을 보고 느낀 점 나누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동영상
https:// w
ww.youtub
e.com/wat
ch?v=hflw
UbGsGWw

T : 내가 아이샤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T : 아이샤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 물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CD

전개
(67 분)
CD

활동 1. ○○시 하루 물 사용량 구해보기ⓈⓉⓂ

■ 우리지역
물 사용량 검
T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인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 사용 색 사이트 :
http://wate
량 검색해봅시다.
r.or.kr/pop
T : 1 차시에 구했던, 자신의 물 사용량과 비교해볼까요?
up/popupM
T : 비교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제가 속한 지역의 1 인당 물 사용량은 OOO 인데, 저는 OOO 큼의 물을 사 ainWaterLo
cation01.do
용하고 있습니다.
?pageGb=B
&REGION_C
활동 2. 물 사용량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
D=11470520
00

T : 이와 반대로, 물 사용량이 적은 나라들의 삶을 영상으로 간접체험해봅시다.
T : 지금 내가 영상속의 나라에 놓여있다면, 나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한 장
면을 정해 그림을 그려 봅시다.
T : 그림을 발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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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활동 3.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
Tip! 물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적정
기술이 활용
된 사례를 보
여준다.

T : 다음 발명품을 보고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인지 상상해봅시다.

T : ‘적정기술’이란 단어 들어봤나요? ‘적정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조사해봅시다.

정리
(10 분)

ET

물 절약 슬로건 만들기 ⓈⓉⒺⒶ
T : 적정기술의 사례 및 물 사용과 관련된 느낀 점 발표해 봅시다.
T : 내 주변에서 물 절약을 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슬로건으로 만들어봅시다.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5 단원. ‘물의 여행’

중심과목
성취기준

[4 과 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
에서 찾을 수 있다.

차시

7~8/12

주제(단원)명

물의 화려한 변신. 첫 번째 –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학습목표

1. 실생활에서 응결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관찰하여 응결을 활용해 물 부족 해결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3. 솔라볼, 솔라콘을 직접 만들어 본다.

연계과목

[4 수 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4 수 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4 국 03-03]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수학
국어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수증기 응결의 개념 이해 및 실제 자연에서 적용
T 생체모방이 적용된 기술
STEAM
요소

E 가장 효율적인 솔라볼 제작
A 솔라볼 디자인 및 심미성
M 물의 부피측정

개발 의도

수증기 응결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응결의 예를 찾아본다. 자연속에서 응결을
이용하여 물을 얻는 생명체에 대해 탐구하며, 이를 모방하여 물을 얻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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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본다.(생체모방) 물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솔라볼과 솔라콘을 구상하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 실생활에서 보이는 응결의 사례를 찾아보기
■ 자연속에서 응결을 이용하여 물을 얻는 사례를 동영상으로 시청한다.
- 딱정벌레의 물 모으는 방법 소개
- 아프리카 부족의 물 얻는 사례를 소개
- 물 부족 국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
■ 솔라볼과 솔라콘을 소개
-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왜 이런 물건이 필요한지 이해
- 솔라볼,솔라콘의 구조 이해
■ 자신만의 솔라볼과 솔라콘을 만들어보기.
- 만든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 장단점을 발표하고 보완책 그려보기.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 부족 현상으로 인
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
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 ‘딱정벌레의 비밀’ 영
상을 통해서 학생들
에게 문제 해결의 단
서 제공

창의적 설계
창
· 솔라볼과 솔라콘의 구조를
의
이해하고 소재,크기,형태 등의
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나만의
설
솔라볼/솔라콘을 제작한다.
계

· 물에 대해 소중한
마음을 가지며
절약정신 다지기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입
( 5 분)

‘딱정벌레의 비밀’ 영상 시청 후 느낀 점 나누기
T : 딱정벌레는 뜨거운 사막에서, 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T : 딱정벌레가 물을 모으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ET

영상을 보고 느낀 점 나누기
T : 아이샤를 돕기위해, 딱정벌레의 지혜를 빌려 올 수 있을까요?
T : 아이샤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CD

활동 1. 자연 속에서 배우는 지혜 ⓈⓉ
T
T
T
T

전개
( 65 분)
CD

:
:
:
:

딱정벌레의 물 모으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딱정벌레의 등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딱정벌레의 등의 온도는 어떤가요?
아프리카 부족의 물 얻는 지혜를 살펴봅시다.

활동 2. 솔라볼과 솔라콘 ⓈⓉⒺⒶ
T : 다음 물건을 본 적이 있나요?
T : 솔라볼과 솔라콘은 어떻게 해서 물을 모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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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동영상
https://ww
w.youtube.c
om/watch?
v=C4WE4uT
ahns

재질,
색상, 각도,
크기 등 다
양한 변인
을 고려한
다
Tip!

T : 솔라볼과 솔라콘의 구조에 대해 이해해봅시다.

활동 3. 나만의 솔라볼, 솔라콘 만들기 ⓈⓉⒺⒶⓂ

CD

T
T
T
T

:
:
:
:

더 많은 물을 모을 수 있는 솔라볼과 솔라콘을 만들어 봅시다.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각형 중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더 물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언제 설치해야 할까요?

활동 4. 나만의 솔라볼, 솔라콘 만들고 물을 모으기 ⓈⓉⒺⒶⓂ

CD

T : 어떤 솔라볼, 솔라콘에 물이 가장 많이 모였나요?
T :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T : 추가로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할까요?

솔라볼, 솔라콘을 만들며 느낀 점 공유하기 ⓈⓉⒺⓂ

ET

정리
(10 분)

T : 내가 하루동안 사용한 물을 솔라볼,솔라콘으로 얻기위해서 몇 개의 솔라볼,
솔라콘이 필요한지 계산해 봅시다.
T : 솔라볼, 솔라콘을 만들며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발표해 봅시다.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중심과목
성취기준

[4 과 14-02]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단원)명

물이 가진 얼굴 두 번째 - 수증기

차시

9~10/12

학습목표

연계과목

1. 생활 주변에서 수증기가 이용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 물이 끓어 수증기로 변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다.
3.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간이 증기선을 설계하여 만들 수 있다.
사회
미술
수학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4 미 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4 사 04-04]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물자 교환 및 교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간 경제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탐구한다.
[4 수 03-11] 실생활 문제 상황을 통하여 무게의 덧셈과 뺄셈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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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물이 기화될 때의 부피변화
T 물이 수증기로 변하며 부피가 팽창하는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증기기관 만들기
STEAM
요소

E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드락, 구리관의 위치와 모양 설계하기
A 지역의 특산물을 주제로 증기선 꾸미기

M 화물을 무게를 재며 올려보며 최대 싣을 수 있는 무게 구하기
생활 속에서 수증기의 특징을 이용한 사례를 찾아보고, 수증기를 이용한 간단한 증기선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서 물이 기화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몸소 체험을 통해 배울 수
개발 의도
있도록 하였다. 선박을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꾸미는 활동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증기의 특징과 쓰임을 알아본다.
- 물보다 흩어지려는 성질이 강하다.
- 끓여서 만든 수증기는 뜨겁다.
- 다림질, 음식조리 등에 쓰인다.
■ 증기기관과 증기선 소개하기
- 증기기관의 역사
- 배를 이용한 무역의 장점 알아보기
■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싣고 떠나는 증기 무역선 만들기.
- 우리 지역의 특산물 조사하기.
- 좋은 무역선의 조건 정하기
- 우드락, 음료캔, 양초를 사용하여 증기선 만들기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 우리 지역의
황 특산물을 다른
제 지역과 교역을 하기
시 위한 배가 필요하다.

· 증기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을
창 것
의 · 적은 힘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적 수 있도록 물의 저항을 적게
설 받는 모양으로 설계할 것
계 ·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구리관
모양과 위치 설계하기

· 지역의 특산물을
조사하며 내가 속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입
(5 분)

컨테이너선의 첫 항해 영상 시청 후 느낀 점 나누기
T : 에펠탑 보다 큰 배가 왜 필요할까요?
T :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 외국에서 만든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ET

영상을 보고 느낀 점 나누기
T :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잘 알고 있나요?
T : 외국에서 인기있는 우리나라의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개
(70 분)

CD

활동 1. 수증기의 특징과 쓰임 알아보기 ⓈⓉ
T : 물이 끓을 때 생기는 현상을 관찰 해 봅시다.
T : 수증기가 팽창하여 움직임을 만드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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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컨테이너선
의 첫 항해
https:// w
ww.youtub
e.com/wat
ch?v=xAf2
3HDAXrU
■동영상
증기기관의
발명
:
https:// w

ww.youtub
e.com/wat
ch?v=SxeY
vrOBi3g

T : 수증기의 힘을 이용한 증기기관에 대해 알아 봅시다.

Tip!

<공장용 증기기관>

Co

<증기기관차>

<증기선>

활동 2. 우리 지역(나라)의 자연환경과 특산물 조사하기 ⓈⒺ
T :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산물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T :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T :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외국으로 나르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직 접
조사할 여건
이
안되는
학생들에 한
하여 읽기자
료를 제공한
다.

Tip! 만 들 기
도중 설계를
Co 활동 3. 배를 이용한 운송방법 살펴보기 ⓈⓉⒺ
변경하더라도
T : 물건을 나르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반드시 1 차
설계를 마친
T : 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나를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T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많은 물건을 나르기 위해 적합한 운 후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송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도한다.
■동영상:
CD

활동 4. 증기선 디자인하여 증기선 만들기 ⓈⓉⒺⒶ

T
T
T
T
T
T

정리
(5 분)

ET

:
:
:
:
:
:

물의 저항을 적게 받으려면 바닥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요?
양초와 캔을 어느 곳에 배치해야 할까요?
몸통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지역(나라)의 특산품을 주제로 배를 꾸며 봅시다.
지우개 등의 화물을 올려놓을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완성된 증기선을 욕조나 싱크에서 운행해봅시다.

증기선을 만들며 느낀 점 이야기하기 ⓈⓉⒺ
T : 자신이 만든 증기선에 화물을 몇 g 까지 싣을 수 있는지 재 봅시다.
T : 자신이 만든 증기선의 좋은점과 보완할 점 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https:// w
ww.youtub
e.com/wat
ch?v=hqBI
J-uNV3Q&
feature=yo
utu.be
본 차시의 방
식은 증기기
관보다 스팀
제트엔진에
가깝지만 물
의 기화에 따
른 부피팽창
을 이용한 것
은 같다.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초등학교 4 학년 1 학기
4 단원. ‘물체의 무게’
초등학교 4 학년 2 학기
2 단원. ‘물의 상태변화’

중심과목
성취기준

[4 과 14-01] 물이 수증기나 얼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고,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물이 가진 얼굴 세 번째 - 얼음

차시

11~12/12

1. 생활에서 얼음을 이용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 물과 얼음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3.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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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 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연계과목

수학

연계과목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성취기준 영역 [4 수 03-11] 실생활 문제 상황을 통하여 무게의 덧셈과 뺄셈을
이해한다.

S 고체 상태의 물이 가지는 특징 알기
T 물을 더 빨리 얼리는 방법 찾아보기
STEAM
요소

E 아이스크림 재료 중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해보기
A
M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며 나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완성해 보기

개발 의도

얼음을 생활에서 이용하는 사례를 찾아보며 얼음이 가진 특징을 이해를 돕는다. 재료를
냉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하기 위해 각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며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며 공학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블렌디드
러닝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활동을
계획 하였다.

■ 실생활에서 얼음을 이용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 차갑게 하여 식품을 오래 보관할 때 쓰인다.
- 빙상 스포츠에 쓰인다.
- 차가운 음식을 만드는 데에 쓰인다.
■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 알기
- 틀에 주스 등을 넣고 얼리기
- 차가운 볼에 우유 등을 넣고 저어가며 얼리기
■ 무게를 재어가며 나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 완성하기.
- 재료의 비율을 달리하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 완성하기.
- 레시피를 분수를 사용하여 표현해 보기.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 생활에서 이용되는
황 다양한 얼음을 제시
제 · 얼음을 맛있게 먹을
시 순 없을까

· 주스나 가공우유 등의 액체를
창 얼려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의 · 여러 가지 재료의 무게를
적 재어가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설 보고 가장 맛있었던 것의 재료
계 비율을 기록하여 레시피를
완성한다.

· 가족과 함께 시원한
아이스크림의 맛
즐기기
· 더운 날씨에도
전염병 방역에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 갖기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얼음을 맛있게 먹을 수 없을까?
T : 옛날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들었을 까요?

도입
(5 분)

ET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경험 이야기 하기
T :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야기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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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https:// w
ww.youtub
e.com/wat
ch?v=TluE
bgnkqO8

Co

활동 1. 얼음의 특징과 쓰임 알아보기 ⓈⓉ
T : 얼음이 가진 특징을 살펴 봅시다.
T : 얼음을 생활에 이용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T :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탐색해 봅시다.

<셔벗>

<아이스크림 콘>

■동영상

https:// w
ww.youtub
e.com/wat
ch?v=wpY
2ny5ug2g

전개
(70 분)
<아이스 바>

<과일 빙수>

온도계
구부가
얼
Co 활동 2. 냉장고가 없던 우리나라 1940 년대에는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음에 닿도
만들었을까? ⓈⒺ
록 하고 온
얼음에 소금을 뿌리기 전과 후의 온도를 측정해 본다.
도계를 꽂
T :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뿌리기 전과 비교하여 온도가 어떻게 변하였나요?
고 온도가
T :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변하지 않
을 때 까지
기 다 렸 다
CD 활동 3. 아이스크림 만들기 ⓈⓉⒺⓂ
측정한다.
Tip!

방법 2: 차갑게 한 금속판에 아이스크림베이스를 저어가며 얼리는 방법
T : 재료의 무게를 재어가며 약 100g 의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만들어 봅시다.
T :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얼려 봅시다.
T : 만약에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3 가지 재료로만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 정해 봅시다.

정리
(5 분)

ET

나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 공유하기 ⓉⒺ
T : 자신이 만든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공개해봅시다.
T : 자신이 만든 아이스크림의 좋은점과 보완할점을 찾아봅시다.

- 23 -

재료의 무
게를 재어
레 시 피 를
완 성 하 는
것에 집중
한다.

4. 학생 활동지
1-2차시 활동지

(

STEAM 수업

)학교 (

)학년 이름 (

)

구름이 되어 뭉실뭉실, 비가 되어 주룩주룩

다음 설명에 따라, 실험을 진행해 봅시다.
① 막자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잘게 부순 얼음과 물을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조금 넣기
② 따뜻한 물을 넣은 비커 위에 얼음이 든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비커 안, 플라스크의 겉면
과 아랫면에서 각각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하기
③ 검은색 도화지를 뒤에 대고 비커 안, 플라스크의 겉면과 아랫면에 각각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기
(1) 관찰한 내용을 글 또는 그림으로 정리해봅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플라스크 겉면

플라스크의 아랫면

비커 안

(2) 빨간색 물감을 타보고 다시 실험을 진행해 봅시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3) 일상생활에서 응결의 예시를 찾아봅시다.

(4) 물의 순환의 한 장면을, 연극과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봅시다.
이름

맡은 역할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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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활동지

STEAM 수업

(

)학교 (

)학년 이름 (

)

물에도 발자국이 있다구요?

활동 1.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을까요?
다음 활동을 통해, 지구상에 물이 얼만큼 있을지 상상해봅시다.
1. 가로,세로,높이가 1km인 정육면체를 상상해봅시다. 이 정육면체에 꽉 찬 물의 양이 1톤
과 같은 양입니다.
2. 지구의 대기중에는 항상(어느 때나) 12,698 ㎦ 만큼의 물방울과 수증기가 존재합니다.
3. 389,000 ㎦의 물이 매년 지구표면에서 증발합니다. 그 중 327,000 ㎦은 바다에서, 나머지
62,000 ㎦은 땅에서 증발한다.
4. 증발된 물은 다시 매년 389,000㎦의 비가 되어 바다와 육지로 내려옵니다.
(1) 우리 교실의 부피는 몇 L인가요?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세요)

(2) 매년 증발하는 물의 양은 우리 교실의 몇 배 인가요?(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세요)

(3) 매년 비가 되어 내리는 물은 우리 교실의 몇 배 인가요?(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세요)

활동 2. 물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물을 아껴써야 할까요?
다음 활동을 통해, 물을 아껴써야 하는 이유를 상상해봅시다. 다음은 지구상에 있는 물입니
다. 물 중에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유팩을 통해 활동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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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활동지

(

)학교 (

)학년 이름 (

)

▶ 첫 번째 활동
1. 큰 물통에 물을 1L 짜리 우유팩으로 떠서 10 번 붓습니다. 이 물은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물의 양을 상징합니다..
2. 이 물통에서 200ml 짜리 우유팩으로 한 번 퍼내고 다시 절반만큼 퍼내어 다른 조그만 물
통에 담습니다. 이는 육지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3.이 조그만 통에서 다시 2 백 ml 리 우유팩 1 개의 양과 2 백㎖짜리 우유팩 3 분의 1 만큼의
양을 덜어냅니다. 덜어낸 물은 지구상의 빙하나 얼음의 양을 나타내고, 남은 물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지하수+강,호수,습지)
▶ 두 번째 활동
1. 물통에 1L 짜리 우유팩으로 물을 10 번 담아 10L 를 만듭니다. 이 양을 세수할 때 필요한
양이라고 해봅시다. 동시에 지구에 존재하는 사용가능한 물의 양과 같다고 생각해봅시다.
(지하수+호수+하천)
2. 다음, 물통의 물을 절반씩 5 번 나눠봅시다.
3 .남은 물이, 우리가 사용가능한 물입니다. 이 물로 세수를 할 수 있을까요?

(1) 알게 된 점을 적어봅시다.

(2) 종이컵 100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색
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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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활동지

(

)학교 (

)학년 이름 (

)

활동 3.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물 사용량은 얼만큼일까요?
(1)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물 사용량을 조사해 봅시다.

(2) 세계 여러나라의, 하루 물 사용량을 조사하여 막대그래프로 나타내봅시다. (대륙별로 2개 이상
의 나라는 꼭 포함할 것)

(3) 나라별로 물 사용량을 비교해보고 알게 된 점과 궁금한 점을 적어 봅시다.

활동4. 실제로 나의 물 사용량을 체크해봅시다.
(1) Measure Water Flow 어플로 하루동안 자신의 물 사용량 측정해봅시다
활동 내용

물 사용량

▶ Measure Water Flow 어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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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활동지

(

)학교 (

)학년 이름 (

)

활동 5. 물에도 발자국이 있다구요?
(1) 다음 영상을 보고 물 발자국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2)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오늘 점심에 먹은 음식의 가상수를 구해보세요.
물건

가상수(L)

음식

(3) 위 내용을 토대로 물 발자국을 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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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수(L)

5~6차시 활동지

(

)학교 (

STEAM 수업

)학년 이름 (

)

돈으로 살 水 없는 물

활동 1. ○○시 하루 물 사용량 구해보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인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을 검색해봅시다.
(1) 우리 시에서 연간 사용하는 물의 양은 얼마인가요?

(2) 우리 시의 인구는 몇 명인가요?

(3) 우리 시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얼마인가요?

(4) 저번 시간에 구한, 나의 물 사용량과 우리 시의 1인당 물 사용량을 비교해봅시다.

활동 2. 물 사용량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영상을 보고, 내가 만약, 영상속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나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한 장면
을 정하여 그림을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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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시 활동지

(

)학교 (

)학년 이름 (

)

활동 3.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적정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준비를 해봅시다.

내가 조사한 적정기술 :
설명 :

활동 4. 물 절약 슬로건을 만들어봅시다
오늘 배운 점을 바탕으로, 물 절약 슬로건을 만들어봅시다. 물 절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슬로건을 작성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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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차시 활동지

STEAM 수업

(

)학교 (

)학년 이름 (

)

물의 화려한 변신. 첫 번째 –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솔라볼과 솔라콘의 구조에 대해 이해해봅시다
영상을 통해, 솔라볼과 솔라콘의 구조에 대해 학습해봅시다.
(1)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면 좋을까요?

(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3) 직접 제작하기 전에, 솔라볼과 솔라콘의 디자인을 그려봅시다

(4) 완성한 솔라볼로, 직접 물을 모아봅시다. 내가 하루동안 사용한 물을 얻기위해서는, 몇 개
의 솔라볼,솔라콘이 필요한지 계산해봅시다.

(5)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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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차시 활동지

(

STEAM 수업

)학교 (

)학년 이름 (

)

물이 가진 얼굴 두 번째 - 수증기

증기 무역선 디자인 해보기
증기선을 만드는 다양한 영상을 보고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증기선을 설계해봅시다.
(1) 증기선의 몸통(선체)를 디자인 해 봅시다.
몸통을 만들기에 적절한 재료는 무엇 입니까?

(2) 위 재료의 좋은점은 무엇 입니까?

(3) 몸통에 음료캔, 짐 싣는 곳의 위치를 정해 설계도를 그려봅시다

(4) 완성한 증기 무역선 위에 화물을 몇 g까지 싣을 수 있었나요?

(5) 내가 만든 증기 무역선의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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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차시 활동지

(

)학교 (

STEAM 수업

)학년 이름 (

)

물이 가진 얼굴 두 번째 - 얼음

나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만들어 봅시다
(1) 아이스크림 베이스 만들기
재료의 종류 또는 무게를 달리하여 3가지의 베이스 레시피를 만들어 봅시다. 재료들의 무게를
모두 합쳤을 때 약 100g이 되도록 한다. 나중에 만든 후 만족도를 별점으로 표시해 봅시다.
레시피 이름
만족도(★★★★★)
예)초코바사삭
(☆☆☆☆☆)

재료1

재료2

재료3

재료4

초코우유 90g

생크림 5g

초코쿠키 4g

시럽 1g

재료4

1)
(☆☆☆☆☆)
2)
(☆☆☆☆☆)
3)
(☆☆☆☆☆)

(2) 내가 선택한 레시피로 아이스크림을 150개를 만들어야 한다면 재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써
보시오.
레시피 이름

재료1

재료2
g

재료3
g

재료4
g

(3) 내가 선택한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3개를 골라 써 보시오.

(4) 그 재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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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4
g

g

5. 교사자료
차시

1~2/12

활동 1. 어디서 온 물일까요?
①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② 실험 순서
1) 막자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잘게 부순 얼음과 물을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조금 넣기
2) 따뜻한 물을 넣은 비커 위에 얼음이 든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비커 안, 플라스크의 겉면과 아랫
면에서 각각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하기
3) 검은색 도화지를 뒤에 대고 비커 안, 플라스크의 겉면과 아랫면에 각각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
여 그림으로 나타내기
4) 따뜻한 물에 붉은 색소를 타고 재 실험하기
5) 흰 도화지를 뒤에 대고 비커 안, 플라스크의 겉면과 아랫면에 각각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기

③ 실험 결과
비커 안 : 뿌옇게 흐려질 것임
플라스크의 겉면 : 아주 작은 물방울이 생기고, 차가울 것임
플라스크의 아랫면 : 작은 물방울이 달리고, 물방울이 점점 커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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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응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응결은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이 되는 현상이다. 응결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수증기
가 많아야 한다. 수증기가 찬 물체의 표면에 닿거나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야 한다. 기상현상에서는 이
슬, 안개, 구름 등이 응결과 관련이 있다. 이슬은 새벽에 차가워진 나뭇가지나 풀잎 등에 수증기가 응
결하여 이루어진 작은 물방울을 말한다. 안개는 수증기가 지표면 근처에서 응결하여 공기 중에 떠 있
는 현상이다. 구름은 수증기가 높은 하늘에서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 상태로 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응결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여름날, 얼음물 컵을 실내에 놓아두면 컵 표면에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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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들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컵의 차가운 표면에 닿아 냉각되면서
응결하여 생긴 것이다. 또한 욕실의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유리창에 입김을 불면 뿌옇게 김이 서
리는 것은 모두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의 표면에서 식으면서 물이 되어 맺히는 것이다.

※ 응결과 액화 응축은 어떻게 다를까?
응결은 공기가 이슬점 이하로 냉각되어서 포화상태가 되어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액화는 기체상태에 있는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응축되어 액체로 변하는 현상 전체를 말한다. 따라
서, 응결은 액화현상의 한 종류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기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점에서는 액화와 응축은 동일하다. 하지만, 응축의 정의는 일
정 압력에서 냉각시켜 어떤 온도 이하로 낮추든가, 일정 온도에서 압력을 가하여 그 물질의 포화증기
압(飽和蒸氣壓)을 넘을 때 나타난다. 액화(液化)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지만, 이러한 경우를
좁은 뜻의 응축이라 하며, 응결(凝結)이라고도 한다.

활동 3.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 바다에서 물이 증발한다. ⓑ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의 일부는 눈이나 비, 안개가 되어 다시 바다로
내려온다. ⓒ 나머지는 바람을 타고 육지로 이동한다. ⓓ 육지의 강에서도 물이 증발한다. ⓔ 호수의
물도 증발한다. ⓕ 땅에서도 물이 증발하며 ⓖ 식물도 땅속의 물을 흡수한 뒤 잎을 통해 수증기 형태
로 내뱉는다. ⓗ 바다 육지 호수 강 식물들에서 증발한 수증기의 대부분은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 구름
을 만들고 비를 내린다. ⓘ 비의 일부는 식물들에게 곧바로 흡수된다. ⓙ 비는 또 땅에 스며들거나 강
물로 흘러든다. ⓚ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 땅에 스며든 비는 지하로 더 내려가 ⓜ 지하
수가 된다. ⓝ 지하수는 호수로 흘러들며 ⓞ 호숫물은 또 지하로 스며든다. 지하수의 일부는 땅 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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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라와 증발하거나 식물들이 빨아들인다. 지하수는 곧바로 바다로 흘러들기도 한다.
▶이슬, 안개, 구름 비 실험 (http://study.zum.com/book/11997#anchor2)
자료출처

▶응결, 액화, 응축의 설명 (네이버 지식백과)
▶물의 순환 : 어린이를 위한 물의 순환
(https://www.usgs.gov/media/images/water-cycle-schools-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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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12

※ 장마의 생성원인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 사이에는 전선(前線)이 형성된다. 두 공기덩어리의 성질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선은 강화되면서 비나 폭풍우, 뇌우, 강풍을 동반하는 악기상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여름
철에는 이런 독특한 악기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장마다.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장마는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차고 습한 오호츠크해고기압이나 대륙성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전선(불연속면)이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하면서 시작된다. 남쪽과 북쪽의 강한 두 공기덩
어리의 힘이 엇비슷해지는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
간에 만들어진 전선은 정체한다. 이 전선을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장마전선이 동서로 길게 형성되
면 이것을 장마전선대라 부른다. 장마 전선대를 따라서 기압골이 이동하면서 흐리고 비오는 날씨를 약
한달 동안 보이게 되는데 이 현상을 장마라 부른다.

※ 장마로 인한 기상재해
장마는 우리나라 연평균(年平均)강수량(1,300mm)의 40% 이상의 비를 약 한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가
져온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장마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장마 때 내
리는 집중호우는 강풍, 뇌우를 동반한 강한 호우현상을 동반한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유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가옥침수, 시설물 붕괴, 뇌우에 의한 전자장비 피해 등이 발생한다.
먼저 집중호우를 살펴보자. 집중호우는 장마 기간 중 발달한 적란운 등에서 국지적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강풍을 동반하면서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재해를 수반하므로
큰 피해를 초래한다. 집중호우는 사람들이 잠든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가 커지는 특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강풍을 들 수 있는데 강한 기압골의 경우 강풍을 동반한다. 강
한 바람으로 인한 풍압(風壓 : 풍속이 40m/s인 경우 풍압은 192kg/㎡)은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시설물
을 파괴하고 나무를 뿌리째 뽑거나 유실수 농사에 많은 피해를 준다.
따라서 노후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가 많이 나타난다. 우박이나 회오리 등의 기상현상이 발생하며, 특히 최근에는 낙뢰발생빈도
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하는 기상현상이다. 네 번째는 산사태로써, ‘96년 경기북부지역의
전방 산악지대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로 89명의 사망과 4,000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던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2011년 서울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있었다.
공군기상대 연구에 의하면 일 강수량이 100mm를 초과하거나 시간당 강수량이 20mm를 초과하기 시
작하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렸던 경우에는 이
보다 적은 강수량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산중턱에 절토 부분이 있는 경우 산사태의 확률은 더욱
높아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섯 번째는 해일로써, 해수면은 1hpa 하강시 약 1cm 상승한다. 따라서
강한 저기압이나 태풍이 접근하면 바닷물은 융기하게 된다. 또한 바람이 10m/s일 경우 파고는 약
10m 정도 된다. 여기에다 밀물 때가 겹치면 해수면이 더욱 상승해 이로 인한 해일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따라서 섬이나 해안 지역은 기상예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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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관련 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T8u7ZITNO-o
장마가 만든 역대급 쓰레기 섬 : https://www.youtube.com/watch?v=KmtcQ3VeIBw
활동 1.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을까요?
①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3억5천7백만㎦에 이른다. 이 중 바닷물과 얼음 및 빙하를 제외
한 물이 이용 가능하지만 실제 직접 이용되는 물은 강이나 호수, 지하수의 일부로 전체의 0.05%
도 되지 않는다.
② 그래도 지구는 다른 행성에 비해 물이 풍부한 별이다. 하지만 지구 곳곳에서는 물 부족에 시달리
는 국가가 늘고 있다. 지구전체의 물 사용량은 1950년 이래 3배나 증가해 현재 연간 4천3백40㎦
에 이른다. 1인당 물 사용량도 50년보다 50% 증가한 연간 8백㎦ 수준이다. 그런데 70년이래 세계
인구는 18억명이 증가했고 이에따라 사용가능한 물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물공급량도 3분의 1
이 줄어들었다.
③ 1인당 연간 물공급량이 1천㎥ 이하이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는데 현재 세계에는 이런 국가가
26개국이나 된다. 인구로 따지면 2억3천2백만명이다. 물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나라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몰려있다. 알제리 보츠와나 지부티 이집트 케냐 리비아 르완다 튀니지 등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며, 바레인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은 중동 국
가들이다.
④ 지구에 물이 풍부하고 물 사용량도 점점 늘었는데 물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가 동시에 증가하고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 것이다. 과학자들은 물이 지구 곳곳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않아, 어떤 나라에서는 물이 풍부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가뭄이 계속되는 불균형
이 있다고 말한다. 또 우리가 물을 너무 낭비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한다.

활동 3.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물 사용량은 얼만큼일까요?
활동 4. 실제로 나는 얼만큼의 물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1973~2011)로 세계 평균의 1.6배이고 수자원총량은1,349억㎥/
년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강수총량은 연간 2,660㎥로 세계 평균의 약 1/6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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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1일1인당 수돗물과 가정용수 사용량 비교
우리나라 1 일 1 인당 물 사용량은 상기 비교대상 국가의 평균치(332ℓ)에 근접하며 일본, 이탈리아와 유사
한 수준이고 중국, 노르웨이, 미국에 비해 적습니다. 2012 년 우리나라의 1 일 1 인당 가정용수사용량은
2008 년 기준의 노르웨이, 이탈리아와 유사한 수준이나, 미국, 일본, 스위스 등 다른 선진국보다 적습니다.

※ 세계 주요도시 물 사용량 비교
각국의 주요도시 1 일 1 인당 상수도 급수량을 보면 상하이 528ℓ, 뉴욕 511ℓ, 오사카 435ℓ, 시카고
389ℓ로 서울,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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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숨어있는 물(가상수)에 대해 알아봐요.
※참고 영상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 공모(가상수) : https://www.youtube.com/watch?v=y9o-QGq33Yk
보이지않는 물, 가상수 : https://www.youtube.com/watch?v=-9db1nC5VBw
물 절약의 중요성-지식채널 e : https://www.youtube.com/watch?v=dO3biQSyQdE
※ 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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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그리고 공산품 등을 생산함에 있어서도 모두 적
용된다. 예를 들어, 쌀 1kg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5,100ℓ의 물이, 대두 1kg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3,400ℓ의 물이, 또한 돼지고기 1kg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1,000ℓ의 물이 필요하다. 이는 토니 앨
런(Allan, 1998) 교수가 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기도 하다.

※

물발자국

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가상수(virtual water)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품을 사용,
폐기하는 데 쓰이는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 물발자국이다. 즉, 물발자국은 원료를 취득하여 제품을 생산
하고 유통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고 폐기하는 전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의미한다. 물발자국의
수치가 높을수록 사용된 물의 양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수치가 낮을수록 사용된 물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소비 단계별 물 이용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
이의 물 사용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다.

물 발자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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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4. http://wamis.go.kr/WATERPORTAL/sub_10_01.html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 (국토해양부, 2011)
자료출처

2. 전국유역조사보고서(국토교통부, 2012), 기타 외국자료는 “일본의 수자원 (2009.8)” 및
“THE WORLD BANK 홈페이지”에서 인용
출처 : 물과 미래 2014 (국토교통부 & K-Water, 2014)
활동5. 네이버 지식백과

차시

5~6/12

※참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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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세 친구가 들려주는 물 이야기 - https://www.youtube.com/watch?v=P-vnSs1Yivk
하나뿐인 지구_물의비극 - https://www.youtube.com/watch?v=DOvc-COxrr0
물 부족 문제 – https://www.youtube.com/watch?v=iDgspsPDmIQ

활동 1. ○○시의 하루 물 사용량 구해보기
(http://water.or.kr/popup/popupMainWaterLocation01.do?pageGb=B&REGION_CD=1147052000)

활동2. 물 사용량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참 고 영상 – 깨끗한 물이 무엇인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80UZy4Kc5Rs

활동3.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면들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위
해 적용되는 기술로, 첨단기술과 하위기술의 중간 정도 기술이라 해서 중간기술이나, 대안기술, 국경
없는 과학기술 등으로 일컬어진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국에 적용된 적정기술은 물 부족, 질병,
빈곤, 문맹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선진국에서도 적정기술은 소외 계층
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유용한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제시한다.
※ 참고 영상 – 적정기술top7 – https://www.youtube.com/watch?v=EEafwSU5skU

- 44 -

※ 적정기술의 예시

2009년에는 매일 약 5천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식
수로 사망했다. 하지만 2007년의 6천명보다 줄어
둔 수치이며,라이프스토로우(Lifestraw)가 사망자
감소에 일조했다. 라이프스토로우는 저가의 1인용
정수기이며 개당 약 700리터를 정수할 수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물의 양이다.
다른 정수기와 달리, 라이프스토로우는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으며, 조작하는
데 특별한 훈련이나 전기나 별도의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면 필터를 통해
약 99.999%의 박테리아와 98.7%의 바이러스를 거
를 수 있다.

어떤 아프리카의 마을에서 식수를 옮겨 오는것
은 하루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은 보통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몫이다. 히포
롤러는 멀리 떨어진 식수원부터 집까지 물을
운반하는 간단한 도구이며 이는 이전에 머리에
얹고 나르는 5갤론 물통의 대안이다. 이 포 롤
러는 90리터(24갤론)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데
이는 생산성 면에서 거의 5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15년동안 히포 롤러 워터 프로젝트는
30,000개 이상의 롤러를 보급 했으며 200,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접 혜택을 얻었다.

일반 모기장과는 다르게 살충제 성분을 함유하
고있어, 모기의 접근을 막고 제거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기장이다. 세탁을 하여
도 최대 4년간은 살충제 성분이 없어지지 않아
계속 쓸 수 있다. PermaNet 3.0은 세계보건
기구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말라리아 예
방 제품으로 추천 되었고, 현재 아프리카의 국
가들을 비롯해 북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
핀, 아이티, 에콰도르 등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나라에 보급되고 있다.

환경부 2018년 상수도 통계 My water

자료출처

사이트(http://water.or.kr/popup/popupMainWaterLocation01.do?pageGb=B&REGION_CD=1147052000)
적정기술 : 네이버 지식백과
적정기술의 예시 : http://www.looah.com/article/view/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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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8/12

※ 솔라볼
솔라볼은 미국의 대학생 조나단 리우가 고안한, 적정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투명한 공 모양의 통안에
물을 담아서 햇빛 아래 두면, 더러운 물에서 증발한 수증기를 모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원리이다.
하루에 최대 약 3L의 물을 정수할 수 있다고 한다.
※ 관련영상
- 솔라볼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68hVSoypyE0

- 솔라볼 구조 살펴보기 - https://blog.naver.com/healingad/220136831956
- 솔라볼 만들기 – https://www.youtube.com/watch?v=ZhQo5WikIiY

※ 워터콘(https://www.youtube.com/watch?v=bx61MigkFYU)
태양 광 스틸에 의한 응축을 기반으로 해수 또
는 기수로부터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누구나
독립적이고 저렴한 이동식 태양 광 식수를 생
성 할 수있는 제품으로, 현재 독일에서 제작 생
산하고 있다. 개발 도상국에는 수천 개의 병원,
현장 및 이동 병원, 구급 및 응급 의료 시설이
있으며, 햇볕이 잘 드는 기후에 위치하고 응축
수가 부족한데, 12개의 Watercones를 갖춘 작은
야외 병원은 하루에 15 리터의 응축수를 수확 할 수 있다.
솔라볼 사진 : 어린이 과학 동아 – http://kids.dongascience.com/presscorps/newsview/6241

자료출처

워터콘 사진 : http://www.watercone.com/
워터콘 소개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Sg7e5uAj9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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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0/12

※ 경기도 특산물 현황

<2019년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품목>
수입
품목명

수출
금액(만달러)

품목명

금액(만달러)

1위

원유

70,252

반도체

93,930

2위

반도체

47,032

자동차

43,036

3위

천연가스

20,567

석유제품

40,691

4위

석유제품

17,539

자동차부품

22,535

5위

석탄

14,20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0,657

6위

무선통신기기

13,626

합성수지

20,251

7위

자동차

11,98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0,159

8위

컴퓨터

11,345

철강판

18,606

9위

정밀화학원료

11,334

무선통신기기

14,082

10위

의류

10,891

플라스틱 제품

10,292

자료출처

한국컨텐츠 진흥원-경기도 특산물 http://www.culturecontent.com/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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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0/12

※ 증기기관
증기기관은 외연기관(external combustion engine)으로, 일을 하는 매체(수증기)와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매체(연료)가 분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증기기관이라 함은 증기
기관차와 같이 보일러, 연소기관 등을 포함한 열기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좁은 의
미에서는 증기에 의해 일을 하는 증기터빈이나 피스톤엔진 등의 기계장치만을 의미하기
도 한다. 증기기관은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고 취급이 쉬우며 회전을 시작할 때의
힘이 크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열효율이 낮고 회전속도가 느리며 증기터빈과
같이 몇 만 마력의 대마력을 얻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보일러·응축기가 항상 필요하여
소형경량화가 어려운것 등의 단점이 있어 내연기관으로 대체 되었다.

<공장용 증기기관>

<증기기관차>

<증기선>

※ 증기선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
음료 캔 안의 물이 촛불에서 나온 열을 흡수하여 기화되어 수증기로 변하면 부피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부피가 증가한 수증기가 음료캔에 가득차게 되면 압력이 증가
하여 연결된 빨대를 통해 캔 안의 기체가 캔 밖으로 배출되면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배
는 기체 배출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증기기관과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열 에너지를 운동에너지
로 바꾸어 준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보통의 증기기관은 보일러 안의 물의 부피가 팽창
하는 힘을 회전 운동으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반면, 본 차시의 증기선은 부피가 팽창한
기체가 빠르게 이동하는 운동의 반작용을 이용한다.

참고영상 : 동아사이언스-어린이 과학동아

자료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qBIJ-uNV3Q&feature=youtu.be
[네이버 지식백과] 증기기관 [Steam engine] (물리학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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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0/12

※ 증기선 만들기

우드락으로 물에 띄울 배모양을 디자인하

1

여 자릅니다.

종이음료팩을 위에서 아래로 잘라서 배

2

위에 얹을 틀을 만듭니다.

송곳으로 음료캔 위 아래에 구멍을 뚫고
내용물을 버린 후 테이프를 감은 빨대를

3

꽂습니다.

음료수캔 뚫린 구멍에 빨대를 끼우고 청
면테이프나 지점토, 고무찰흙 등으로 틈

4

을 메꿔줍니다.

종이음료팩에 음료수캔과 티라이트를 올

5

자료출처

린 후 테이프로 고정하여 완성합니다.

참고영상 : 동아사이언스-어린이 과학동아
https://www.youtube.com/watch?v=hqBIJ-uNV3Q&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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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1~12/12

※ 바닐라 아이스크림 만들기
젤라틴을 추가로 넣으면 아이스크림의 입자가 빨리 엉기며 녹을 때 형태가 오래 유지
된다.

자료출처

과학동아, 2013, 쿡!쿡! 맛있는 과학 4화

- 50 -

차시

11~12/12

※ 온도와 단맛의 관계
맛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신맛은 온도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온
도가 높아지면 단맛(과당 제외)은 증가하고 쓴
맛과 짠맛은 감소한다. 그래서 따뜻할 때는
맛있던 음식이 식으면 너무 짜게 느껴지거나
맛없게 느껴지기 쉽다. 아이스크림의 단맛은
다른 맛과 달리 온도가 낮을수록 수용이 잘
되지 않는다. 차갑게 먹는 아이스크림의 관점

<온도에 따른 맛 수용도 변화>

에서 보자면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얼리기 전보다 얼려 완성하였을 때 단맛이 훨씬 적게 느껴
질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만들 때에는 목표한 단맛 보다 강한 단맛이
나도록 만든다.
※ 아이스크림이 얼음보다 부드러운 이유
아이스크림이 입에 들어와서 사르르 녹는 비결은 바로 공기이다. 아이스크림에는 고체, 액
체, 기체가 한꺼번에 존재하는데 아이스크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기
입자이다. 혀에서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자 크기가 20㎛인데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입자
중 그보다 작은 것들도 있어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매우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18℃로 냉각된 아이스크림에 포함된 수분의 15%정도는 설탕, 우유등과 섞여 여전히
액체 상태로 존재하여 쫀득한 느낌을 준다. 만약 액체질소에 넣어 모든 수분을 얼리면 딱딱
하게 부서지는 상태가 된다.
※ 아이스크림에 넣을 수 있는 재료와 역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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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영향을 주는 부분

흰우유, 생크림

얼음보다 부드러운 질감을 만듦

가공우유(딸기우유, 초코우유 등)

부드러운 질감과 단맛, 향을 만듦

시럽, 잼

맛과 향, 완성된 후에 토핑으로 뿌릴 수 있음

과일, 과즙, 주스

시각적 아름다움과 맛, 향에 영향을 줌

바닐라 향

향을 풍부하게 해줌

쿠키

잘게 부수어 섞으면 바삭한 질감을 줌

설탕

단 맛을 냄

젤라틴

형태를 오래 유지하게 함

자료출처

온도와 단맛의 관계, 아이스크림이 얼음보다 부드러운 이유 : 최낙언, 『맛의 원리』, 예문당,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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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1~2
/12

창의적으로 발표 할 수 있다.

중

물의 상태변화를 연극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

실험을 통해 물의 상태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상
3~4
/12

물의 상태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물의 순환을 연극이나 그림을 통해

중

평가방법

평가도구

산출물
관찰 및 및 활동지
산출물평가 (학생용
-자기,동료)

지구의 물 중 담수의 비율을 구하고, 가상수가 포함된 1일 물 사용량을
물 발자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하루 물 사용량을 계산하여 표로 나타내고, 나라별 1일 물

자기평가

자기평가지
(학생용)

자기평가

자기평가지
(학생용)

관찰 및
산출물평가

산출물
평가지
(학생용
-자기,동료)

사용량을 비교 할 수 있다.

하 지구의 물 중,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상
5~6
/12

중
하
상

7~8
/12

자신이 속한 지역의 1일 물 사용량과 자신의 물 사용량을 비교하고,
적정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찾아 발표할 수 있다.
적정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고 적정기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솔라볼,솔라콘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변인들을
변화시켜 솔라볼,솔라콘을 제작할 수 있다.
솔라볼,솔라콘을 통해 물을 모을 수 있다.

하

물을 모으기 위한 솔라볼, 솔라콘을 구상할 수 있다.

9~10
중
하
상
11~12
/12

의미와 이를 적용한 제품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중

상
/12

매체를 통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조사하고, 적정기술의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증기의 힘으로 물건을 싣고 나아가는 배를
디자인하여 만들 수 있다.
물이 기화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방법을 설명 할 수 있다.

관찰 및 자기평가지
산출물평가 (학생용)

일상생활에서 수증기의 특징과 쓰임새를 말할 수 있다.
재료의 특성과 나의 입맛을 고려한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

중

소금으로 얼음을 더욱 차갑게 하여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

하

일상생활에서 얼음의 특징과 쓰임새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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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자기평가지
산출물평가 (학생용)

가. 산출물 평가지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상

중

하

실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자기평가
연극이나 그림에서 내가 맡은(그린) 역할(부분)에 최선을 다했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친구이름: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모둠명: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 평가 노하우: 서로의 배울점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자기평가지(3~4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상

중

하

담수의 비율을 이해하여, 종이컵 그림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자기평가

자신의 물 사용량을 어플과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을 알고, 물 발자국을 통해 나의 하루 물 사용량을 그릴 수 있다.

다. 자기평가지(5~6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상

세계 여러 나라의 1일 물 사용량을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다.
자기평가

매체를 통해 적정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 물 사용량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한다.
※ 물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물 절약방안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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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라. 산출물 평가지(7~8차시)
이름
평가영역
자
기
평
가

평가(상, 중, 하)

평가점수

영역

활용성

창의성

상

중

하

실용성

디자인

정리

자기평가점수

보완하면 좋은 점(제안)

※ 평가 노하우: 서로의 배울점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제품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 까지 평가에 포함한다.

마. 산출물 평가지(9~10차시)
(
자
기

영역

평

자기평가점수

가

(상, 중, 하)

)학년 (

)반 (

짐을 많이 싣을
수 있다.

)번

이름 : (

증기선이 앞으로
잘 나아갔다.

보완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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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하게
만들었다.

열심히
참여하였는가?

바. 산출물 평가지(11~12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물의 상태변화와 관련하여 얼음이 가진 특징과 쓰임을 말할 수 있다.

자기평가

소금과 얼음을 사용하여 더 차갑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아이스크림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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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상

중

하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미술)
-물의 상태 변화에 맞는 연극 배경을 꾸밀 수 있음
-적정기술이 적용된 제품 디자인을 보고 개선사항을 말 할 수 있음
-인포그래픽의 개념을 알고, 물 발자국을 그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바를
-올바르게 시각화 할 수 있음
-물의 소중함을 담은 슬로건을 제작 할 수 있음
-나만의 솔라볼을 디자인 할 수 있음
-지역의 특산물을 주제로 나만의 증기선을 꾸밀 수 있음

(과학)
-물의 순환 과정을 물의 상태변화에 맞게 설명할 수 있음
-응결의 개념을 알고 실생활에서 응결의 예를 찾을 수 있음
-지구상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퍼센트를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음
-적정기술의 원리를 알고 이를 적용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음
교과학습발달상황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솔라볼에 적용된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솔라볼의 구조를 바꾸어 상상할 수
있음
-물의 증발을 생활에 이용한 예를 찾을 수 있음
-물이 증발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할 수 있음
-얼음에 소금을 뿌리기 전과 후의 온도변화를 온도계로 정확하게 측정함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말함
(수학)
-사칙연산을 통해, 자신의 하루 물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음
-자신의 하루 물 사용량을 표로 나타내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 할 수 있음
-그래프를 보고 나라별 1 일 물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음
-자신이 속한 지역의 1 인당 물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음
-솔라볼로 모은 물의 양을 기준으로, 자신의 하루 물 사용량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의 솔라볼이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음
-무게의 합이 100g 이 되도록 여러 가지 재료들의 무게를 조절함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고 주어진 목표를 위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적용할 줄 앎. 수학과 연산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래프와 디자인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남. 자료 조사 및 자료 분석을 잘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탐색함.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뛰어남. 주어진 문제의 특성을 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해하며 조사 학습과 자료 정리 및 분석을 잘하여 과제를 제출 할 수 있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연극과 그림, 슬로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함.
-문제 해결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줄 알며, 제품 디자인 속에 담겨있는
과학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남. 사회적 현상 및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에 흥미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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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활동 되돌아보기
※ 활동 사진

학생 대면 활동 중에 찰칵

학생 비대면 활동 중에 찰칵

연구팀 회의 중에 찰칵

교원 STEAM 행사 중에 찰칵

※ 성찰, 교사의견 및 자체 평가 결과
- 성승민: 물의 여행 설계가 가장 흥미가 있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기로 함.
- 김남훈: 물의여행을 연극으로 나타내는 활동이 흥미있고, 지나고 보니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으로는 학생의 생활에 맞는 가상수 표를 제공하면 좀 더 실제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 신형식: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어 사전에 이 점을 염두하여 프로그램을 적용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정민: 실생활과의 연계 속에서 다양한 진로 경험이 기억나며, 코로나19로 인한 원
격 수업으로 전환할 때 수업 적용을 더 연구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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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의록 요약

회의록
회의일시

2020.8.8.(토)

회의목적
참석자

STEAM교사 연구회 진행 방향 협의

* 성승민, 신형식, 김남훈, 임정민
STEAM교사 연구회 진행 방향 협의
- 전체 활동 방향 협의

회의내용

- 추진 일정 협의
- 역할 분담 조정
- 개발 방향 초안 논의

회의일시

2020.8.14.(금)

회의목적

STEAM교사 연구회 자료 중간 검토1

참석자

* 성승민, 신형식, 김남훈, 이정민
STEAM교사 연구회 자료 중간 검토1
- 연계 교과 조정 협의

회의내용

- 차시별 개발 수정 부분(블렌디드 반영 관련) 협의
- 후속 차시 개발 방향 결정
- 상호 피드백 반영 기한 협의

회의일시

2020.8.28.(금)

회의목적

STEAM교사 연구회 자료 중간 검토2

참석자

* 성승민, 신형식, 김남훈
STEAM교사 연구회 자료 중간 검토2
- 준비물 구체화, 활동지 교사용 학생용 구분 개발

회의내용

- 4학년 수준에 적절한 내용 여부 확인
- 블렌디드 러닝 적용 정도 확인
- 후속 협의 일정 조율

회의일시

2020.10.16.(금)

회의목적
참석자

STEAM교사 연구회 자료 적용 상황 확인

* 성승민, 임정민, 김남훈
STEAM교사 연구회 자료 적용 상황 확인

회의내용

- 4학년 수준에 적절한 내용 부분 다시 확인
- 블렌디드 러닝 적용 상황 안내
- 적용 완료 후 협의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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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2020.10.26.(월)

회의목적
참석자

STEAM교사 연구회 적용 결과 협의1

* 성승민, 임정민, 김남훈, 신형식
STEAM교사 연구회 적용 결과 협의1

회의내용

- 적용 결과 공유 및 의견 제시
- 추가 수정 사항 협의
- 후속 작업 역할 분장

회의일시

2020.10.28.(수)

회의목적
참석자

STEAM교사 연구회 적용 결과 협의2

* 성승민, 임정민, 김남훈
STEAM교사 연구회 적용 결과 협의2

회의내용

- 추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검토
- 최종 보고서 작업 관련 내용 협의
- 연구회 마무리 단계 진입 격려

회의일시

2020.11.3.(화)

회의목적

STEAM교사 연구회 최종보고서 준비 협의1

참석자

* 성승민, 임정민, 김남훈
STEAM교사 연구회 최종보고서 준비 협의1

회의내용

- 사후 설문 투입 관련 협의
- 최종 보고서 준비 사항 점검
- 지도안 최종 재점검

회의일시

2020.11.8.(토)

회의목적
참석자

STEAM교사 연구회 최종보고서 준비 협의2

* 성승민, 임정민, 신형식
STEAM교사 연구회 최종보고서 준비 협의2

회의내용

- 최종 보고서 준비 사항 추가 점검
- 보고서 관련 상호 피드백

회의일시

2020.11.16.(월)

회의목적
참석자

STEAM story 나눔

* 성승민 포함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참여 교원 7명
STEAM교사 연구회 story 나눔
- 교사연구회의 의미 생각해보기

회의내용

- 교사연구회 운영 과정 되돌아보기
- 교사연구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과정 되돌아보기
- STEAM에 대한 이해와 문화 확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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