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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교과 : 초등학교 3학년 | 우리 생활과 물질
과목 : 과학, 미술, 체육

SOS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주제 및 제작 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설
계 및 제작할 수 있다.

여름방학이면 시원한 계곡이나 워터파크로

학과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물놀이를 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물놀이 안전이다. 특히 수영이 익숙하지 않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과학·기술·공학적 원리

어린이는 반드시 구명조끼나 튜브를 가지고

를 이용해서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설계 및

놀아야 한다.

제작하는 활동으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

안전요원들이 익사자를 구할 때에도 튜브 등

였다.

을 이용하는 까닭은 튜브가 우리 몸보다 더 잘

또한 내가 만든 생존 도구로 주어진 위기 상황

떠오르기 때문이다. 물 위에 떠 있는 물체는

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물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만들어진 부력으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로 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
서 쉽게 접하는 수상안전용품에는 다양한 과

STEAM
과목
요소

수상안전용품 속 과학 살펴보기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설계 및 제작하기
생활 속 재료로 수상안전용품 만들기
수상안전용품의 크기, 무게, 모양 구상하여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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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내용 목표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물놀이 활동 시 지켜야 하는 수상 안전 수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	제작한 수상안전용품을 이용해 수상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STEAM
단계
요소

Step1 상황 제시

•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 수상안전용품이 없을 때 물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Step2 창의적 설계

• 우리 주변에서 수상안전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찾아보기
•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Step3 감성적 체험

•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제작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아쉬웠던 점 발표하기
•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할 때 주의할 점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
기 해 보기

교육 과정
수업 단계

1 ~ 4차시

과목

단원

단원 학습 목표

과학

우리 생활과
물질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
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생활 속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엔지니어와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미술

상상 놀이터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
여 상상의 세계를 입체로
표현할 수 있다.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만들기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설계 및 제작하기

빠르게
헤엄쳐요

물놀이 활동 시 지켜야 하
는 수상 안전 수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에 빠진 친구 구하기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속에서 오
래 버티기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에 빠진 친
구 구하기

체육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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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

과학, 미술, 체육

단원

과학(우리 생활과 물질), 미술(상상 놀이터), 체육(빠르게 헤엄쳐요)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 알아보기
엔지니어와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기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1차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본다.
우리 주변에서 수상안전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찾아보기
우리 주변에서 수상안전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고 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모둠별로 찾은 물건이나 재료에 들어간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기
주어진 물건이 어디에서 발견되었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본다.
소주제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만들기
수상안전용품이 없을 때 물에 빠진 친구 구출하기
수상안전용품이 없을 때 물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2~3
차시

생활 속 수상안전용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능 알아보기
생활 속 물품이나 재료를 이용해 수상안전용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기능을 알아본다.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설계 및 제작하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나 재료를 이용해서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설계하고 제작해 본다.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 소개하기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의 구조와 기능, 제작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발표해 본다.
소주제 SOS! 소중한 생명 구하기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로빈슨 크루소를 구하라!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로빈슨 크루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속에서 오래 버티기

4차시

수영장에서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을 이용해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본다.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에 빠진 친구 구하기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을 이용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본다.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 평가하기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의 기능과 체험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있는가?

지필 평가

2

수상안전용품의 특징을 살려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수행 평가

3

탐구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가?

관찰 평가

4

친구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가?

관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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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차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 알아보기

과목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초등학교 3학년/과학, 미술, 체육

수업 차시

1/4차시

우리 생활과 물질, 상상 놀이터, 빠르게 헤엄쳐요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과 기술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수상안전용품에 담겨 있는 과학 원리를 탐구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동영상 : 혁신의 귀
재 엔지니어 김병희

엔지니어와 기술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도입
(5분)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해 본다.

http://www.

-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
- 동영상에 나오는 엔지니어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활동

youtube.com에서 ‘엔
지니어’ 검색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찾아보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본다.
- 수상안전용품의 종류를 사진으로 살펴본다.

학습활동
(25분)

- 수상안전용품은 어떤 점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는지 종류별로 알아본다.

학생활동지 1
참고자료 1

우리 주변에서 수상안전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찾아보기

우리
주변에서 수상안전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고 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수상안전용품을 대체할 물건이 가져야 하는 특징을 생각해 본다.
- 생활 속에서 수상안전용품을 대체하기에 적당한 재료를 찾아본다.
모둠별로 찾은 물건이나 재료에 들어간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기

주어진
물건이 어디에서 발견되었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본다.

마무리
(10분)

- 이 물건은 자연에서 발견되었을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일까?
-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 이 물건을 다른 용도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학생활동지 1

학생들이 기술과 엔지니어를 연관시킬 수 있도록 질문하기
이런 기술을 만들어 낸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본다.

지도상
유의점

✽ 본 수업은 엔지니어링과 생활 속 다양한 기술에 대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엔지니어링의 결과이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디자인 혹은 설
계해 왔음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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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찾아보기

❶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써 봅시다.
종류
구명환

특징
잡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구조용 로프를 이용하여 구조할 수 있다.

드로우백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던지는 구명 장비이다.

Rescue Tube

수상 조난자를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장비이다.

구명조끼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착용하면 도움이 되는 용품이다.

❷ 우리

주변에서 수상안전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봅시다.
과자봉지, 아이스박스, 페트병, 스타이로폼, 돗자리 등

❸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엔지니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 및 수학 지식과 창의력을 발휘해 물건, 시스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❹ 기술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연필, 컵, 휴대 전화, 정수 과정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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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상안전용품
✽수상안전용품의 종류

구명환

드로우백

Rescue Tube

구명조끼

✽수상안전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과자봉지

아이스박스

스타이로폼

돗자리

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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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만들기

과목
단원

초등학교 3학년/과학, 미술, 체육

수업 차시

2~3/4차시

우리 생활과 물질, 상상 놀이터, 빠르게 헤엄쳐요

교육 과정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나만의 생존 도구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학습 목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나 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설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수상안전용품이 없을 때 물에 빠진 친구 구출하기
수상안전용품이 없을 때 물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 친구와 물놀이하다가 친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입
(10분)

- 만약 튜브나 구명조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영상 : 친구 구하
려다 물에 빠진 초등
학생 관련 뉴스

- 주위에 도와 줄 사람이 없을 땐 물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tip

활동


수상안전용품이
없거나 주위에 도와 줄 사람이 없을 때 물에 빠진 친구를 어
떻게 구조해야 하는지를 상황 제시한다. 이로써 해결의 필요성을 학생 스스
로 느끼고 방법을 강구해 봄으로써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설계하기
생활 속 수상안전용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능 알아보기


생활
속 물품이나 재료를 이용해 수상안전용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기능을
알아본다.
- 수상안전용품 제작에 적합한 물품이나 재료를 찾아본다.
- 안전한 수상안전용품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확인해 본다.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설계하기

학습활동
(60분)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이 물에 오래 뜨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 물에 오래 뜰 수 있는 재료를 찾아본다.
- 물에 오래 뜨기 위한 조건을 찾아본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나 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을 설계한다.
- 돗자리. 페트병, 박스, 대형비닐, 스타이로폼, 과자봉지 등을 재료로 한 나
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설계해 본다.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제작하기
설계도를 바탕으로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실제로 제작해 본다.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 소개하기

마무리
(10분)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제
작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발표해 본다.
다른 친구들이 만든 제품의 아이디어와 장점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지도상
유의점

✽ 수상안전용품의 모양과 크기뿐만 아니라 재료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본 차시는 80분 블록 타임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학교 여건에 따라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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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2
참고자료 2
노끈 10m, 돗자리,
1.5L 페트병, 박스, 대
형 비닐, 스타이로폼,
스카치테이프, 가위,
과자봉지, 에어 목베
게등

학생활동지 2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설계하기

❶ 수상안전용품이

물에 오래 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물체가 가벼워야 한다.
물체에 공기가 들어 있어야 한다.

❷ 내가

만들고 싶은 수상안전용품의 설계도를 그려 봅시다.

❸ 모둠

활동을 평가해 봅시다.
(매우잘함 : ◎ 잘함 : ◯ 보통 : △ 노력 : × )

모둠원
평가 내용

나

모둠 활동에 협동을 잘 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잘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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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으로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만들기
✽나만의 수상안전용품을 설계하는 활동 모습

관련 동영상 시청

모둠별 아이디어 회의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설계도

모둠별 아이디어 발표하기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제작 활동

모둠별로 나만의 생존 도구 제작하는 모습

✽나만의 수상안전용품 학생 작품 예시

116 … 과학이 좋아지는 STEAM

종이 박스와 비닐 활용

에어 목베게와 페트병 활용

돗자리와 노끈 활용

페트병과 노끈 활용

4차시

SOS! 소중한 생명 구하기

과목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초등학교 3학년/과학, 미술, 체육

수업 차시

4/4차시

우리 생활과 물질, 상상 놀이터, 빠르게 헤엄쳐요
•수영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알아보고 물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상상의 세계를 입체로 표현할 수 있다.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의 기능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SOS! 소중한 생명 구하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로빈슨 크루소를 구하라!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로빈슨 크루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도입
(5분)

✽동영상 : 로빈슨 크
루소 무인도 탈출기

- 로빈슨 크루소는 어떻게 섬까지 올 수 있었을까?
- 로빈슨 크루소는 섬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 여러분이 로빈슨 크루소라면 섬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tip

활동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노력과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 체험하기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속에서 오래 버티기


학교
주변 수영장에서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을 이용해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본다.
- 물에 들어가기 전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이 안전한지 점검한다.
- 물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한다.
-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 활동 후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친구들과 의
견을 공유한다.

학습활동
(30분)

학생활동지 4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속에서 오래 버티기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에 빠진 친구 구하기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을 이용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
상해 본다.
- 친구가 물에 빠진 상황을 가정해 모둠별로 구조 전략을 세워 본다.
- 모둠별로 제작한 수상안전용품을 이용한 구조 전략을 발표한다.
- 물속에 빠진 친구를 가상 구조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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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에 빠진 친구 구하기
tip


물이
깊지 않더라도 수업 중 돌발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수상안전요원,
수영강사, 보조교사 등과 함께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업 전에
수영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사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 평가하기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의 기능과 체험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마무리
(5분)

-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이 물속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면 그 까닭이 무엇
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본다.
- 수상안전용품의 기능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할 때 주의할 점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발
표해 본다.

지도상
유의점

✽ 학생들이 제작한 수상안전용품은 수업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 교육을 철
저히 하도록 한다.
✽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학생
들이 섣불리 물에 뛰어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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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4

학생활동지 4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 체험하기

❶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써 봅시다.
표면적을 넓게 만든다.
공기를 많이 채워 넣어 부력을 크게 한다.
물에 젖지 않고 가벼운 소재로 만든다.

❷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으로 물에 빠진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직접 가지고 들어가기 보다 끈을 매어 친구에게 던져 주도록 한다.
근처까지 다가가 친구에게 던져 주도록 한다.

❸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을 체험해 보고 활동한 소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무겁게 만들어 물에 많이 뜨지 못했다.
부력을 고려해 가볍고 공기층이 많은 재료로 제작해야 겠다.

❹ 내가

만든 수상안전용품이 물속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
시다.
표면적을 넓게 제작하지 못했다.
부력보다 수상안전용품이 너무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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