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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의 목적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STEAM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교원의 융합인
재교육(STEAM)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해외 STEAM 관련 우수 콘텐츠를 활용한
STEAM프로그램 개발 연수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를 견인할 성장 동력인 ‘제18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이 부산 BEXCO에서 성황리에 종
료 되었습니다. 이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된 ‘해외 콘텐츠 활용 STEAM 프로그램 연수’에
서는 ‘과학으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미국 애리조나과학센터(Arizona Science Center)
에서 개발한 실생활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지난 해 발생한 안전사고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같은 대형 사고
는 기본과 원칙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마침 애
리조나과학센터에서는 안전을 위협받는 비상상황에서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제시하여 흥미롭게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 기술, 그리고 공
학이 어우러져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설계하고 체험하는 과정은 교육현장에서 바로 적
용할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이
번 「과학이 좋아지는 STEAM–과학으로 살아남기 편」 은 학생들에게 무인도에서의 생존
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과장된 내용이 아니라, 과학이 삶의 맥락과 얼마만큼이나 맞닿
아 있는지를 생존이라는 극한 삶의 현상으로 한정지어 놓고 생각해 보게 하는 프로그램입
니다. 학생들 스스로에게 생활 속 과학이 가지는 가치, 융합적 소양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반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에서부터 제
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유도가 아니라 학
습자 중심의 사고과정을 기다리고 형성하게 한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과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으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으며, 초등 20개, 중등 20개 등 총 40개의 프로그램을 이 책을 통해 소개하
게 되었습니다.

STEAM 프로그램

책의 활용법
본 교재는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다
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
국 애리조나과학센터(Arizona Science Center)의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리면서 국내 교
육과정 요소 및 우리 학생들에게 친근한 실생활 문제를 연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학교
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길 기
대합니다.

이 책의 특징
➊ 교사용 자료 수록
•본 교재의 활용을 돕기 위해 교사용 자료를 실었습니다. 활동 자료와 참고 자료를 복사해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➋ 교육과정과의 연계로 수업 활용도 극대화
•교과과정 내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마다 관련 교과 및 단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PDF(학생 활동 자료와 추가 교사용 참고자료)는 한국과학창의재단 STEAM 사이트
(http://steam.kofac.re.kr)에서 제공합니다.

➌ 교재의 활용 방법
•STEAM 성취 목표는 해당 단원 학습 목표와 나
란히 제시하였습니다.
•STEAM 과목을 나누어 표시한 것은 해당 교과
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
제 수업에서는 교과에 한정하여 지도하시지 말
고 주제와 상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
게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교재에 수록된 콘텐츠(사진 및 텍스트)는 교실에
서 수업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STEAM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PDF와 문서
파일은 반드시 수업에 활용하는 용도로만 사용
하십시오.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 등에 절대 게
재할 수 없습니다.

STEAM 사이트
http://steam.kofac.re.kr

구성

주제

STEAM 과목 요소

STEAM 단계 요소

교육 과정

해당 프로그램의 제목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해당하는
과목 요소를 소개합니다.

단원의 내용을 STEAM 학습준
거틀에 맞춰 제시합니다.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과목과
단원,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주제 및 제작 의도

학습 목표

평가 계획

이 단원의 내용과 학습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제작 의도를 소개합니다.

단원의 학습 목표를 내용 목표와
과정 목표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기준을
소개합니다.

science
창의적 설계

technology
감성적 체험

engineering
상황제시

arts
tip

mathematics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과정
차시별 수업 내용을 학습주제, 준비물, 도입, 할동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활동은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별로 나누어 프로
그램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총괄
표로 제시합니다.

활동 자료(교사용)
활동에 필요한 교사용
활동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사
용하세요.

활동 자료(학생용)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
동 자료가 STEAM 사이
트(http://steam.kofac.
re.kr)에 PDF파일로 탑
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교사용)
활동에 필요한 교사용
참고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좋아지는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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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과목 요소


모자의
재료에 따른 햇빛 차단과 통풍의 차이
비교하기

더위 탈출 모자
만들기

나만의 여름 모자 설계하여 만들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기
머리 둘레의 길이 측정하기

관련 교과
초등학교 2학년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여름
과목 : 수학, 국어

주제 및 제작 의도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모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후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징과
연관지어 나만의 창의적인 모자를 디자인하고 만
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한다.

여름 한낮 뙤약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에서 더위에 아
랑곳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종
종 볼 수 있다. 노는 것이 마냥 즐거운 아이들이지만 여
름철에는 몸이 쉽게 지치고 힘들며 빨갛게 달아오른 피
부는 어느새 따끔거린다. 학생들과 함께 따가운 여름 뙤
약볕의 경험을 나누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

학습 목표

해 보는 것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흥미로운

내용목표

주제가 될 수 있다.

● 여름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알 수 있다.

● 여름에

필요한 여름 모자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모자의

재료에 따라 햇빛 차단과 통풍에 차이
가 나는 것 알 수 있다.

과정목표
● 모자의 재료에 따라 햇빛 차단과 통풍에 차이가

나는 것을 체험하며 비교할 수 있다.
● 여름에

쓸 수 있는 나만의 창의적인 모자를 만
들 수 있다.

● 자신이

만든 모자의 특징에 대해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여름철 강한 햇빛의 위험성을 학생들
에게 인지시키고,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햇빛을 막
기 위한 여름철 필수 생활 용품인 모자를 직접 만들어보
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위해 모자의 재료에 따
라 햇빛 차단과 통풍성이 좋은 재료가 무엇인지 직접 체
험하고 비교해보는 활동을 삽입하였다. 이후 여름의 특
성을 살려 재료를 선택한 후 나만의 창의적인 모자를 설
계해보고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이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모자를 소개하고 착용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유능감과 행복감을 느껴볼 수 있게 하였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3

Step
감성적 체험

● 뜨거운

● 모자

뙤약볕에서 노는데 어떤 모자를 만들어 쓸 수 있을까?

재료에 따른 햇빛 차단과 통풍성의 차이를 체험하고 비교하기

● 여름에

알맞는 창의적인 모자를 설계하고 만들기

● 실생활에

● 모자의
● 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생각을 공유하기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간단한 편지글 쓰기

만든 모자를 쓰고 멋진 포즈로 사진 찍기

교육 과정

●●●

수업 단계

과목

단원

단원 학습 목표

바른생활

2. 여름풍경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다.

여름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알기
여름철 강한 햇빛의 위험성 알기

슬기로운
생활

2. 여름풍경

•여름이 되어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있다.

여름철 실외 활동을 위한 여름 모자의 특징 찾기
(햇빛 차단과 통풍성 고려)
창의적인 여름 모자 구안하기

즐거운생활

2. 여름풍경

•여름에 쓸 수 있는 모자를 만들
수 있다.

여름 모자 만들기
나만의 여름 모자 만들기

수학

4. 길이재기

•물건이나 자를 이용하여 길이를
잴 수 있다.

내 머리에 잘 맞는 모자를 만들기 위해 머리 둘레를
재어보기
머리둘레 길이 재기

국어

5. 무엇이
중요할까?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설명
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내가 만든 모자의 장점, 특징 등을 소개하기
친구와 서로의 모자를 소개하기

1~3차시

평가 계획
연번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
평가 기준

방법

1

•여름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는가?

지필 평가

2

•여름에 필요한 여름 모자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가?

수행 평가

3

•여름철에 알맞는 재료와 특징을 살려 모자를 만들었는가?

산출물 평가

4

•모자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였는가?

관찰 평가

8 /9

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수학, 국어
●통합교과 여름 2-1 2.여름 풍경 국어

1 차시

따가운 햇빛은 싫어!
여름 뙤약볕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것 찾기
여름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놀고 싶은데 따가운 뙤약볕에 힘이 든다. 어떤 모자를 만들어 쓰고 나가면 좋을까?
여름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알아보기
여름철 오랫동안 실외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동영상을 보면서 여름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알아봅시다.
여름철 모자의 특징 알아보기
여름철 모자가 갖추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재료에 따른 햇빛 차단 효과와 통풍성의 차이 비교하기
모자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직접 머리에 써보면서, 어떤 재료가 햇빛을 가리면서도 시원할지 선택하여 봅시다.
체험한 결과를 통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재료에 대해 새롭게 안 사실을 이야기하기

2~3 차시

나만의 여름 모자 만들기
창의적인 여름 모자 구안하기
뙤약볕에서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나만의 모자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머리둘레 길이 재기
내 머리에 잘 맞는 모자를 만들기 위해 끈이나 줄자 등을 이용하여 머리 둘레를 재어 봅시다.
나만의 여름 모자 만들기
재료를 선택하여 나만의 모자를 만들어 봅시다.
보는 사람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모양이나 색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표현해 봅시다.
서로의 모자를 소개하며 사진찍기
내가 만든 모자의 장점, 특징 등을 소개하고 친구의 모자에 대해 잘한 점 등을 서로 칭찬해 봅시다.
자신이 만든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자신감있는 멋진 포즈로 사진을 찍어 봅시다.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따가운 햇빛은 싫어!
초등학교 2학년 / 통합(여름)
1/3차시
2. 여름 풍경
•여름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할 수 있다.
•여름철 모자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재료에 따른 햇빛 차단 정도와 통기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학습 과정

도입
(5분)

여름철 강한 햇빛의 유해함을 알고, 실외 활동에 필요한 여름 모자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여름 뙤약볕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것 찾기
여름철 점심시간, 뙤약볕에서 노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상황제시)
지금 한 여름, 운동장은 지글지글 끓는 퇴약볕이네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나가서 얼음, 땡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 위가 뜨거워요. 친구들을 쳐다보는데 자꾸 눈이 부셔요. 계속 놀고는 싶은
데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름철 강한 햇빛의 위험성 알기
여름철 오랫동안 실외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동영상을 보면서 여름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상황을 알아봅시다.

학습 활동
(30분)

여름철 모자의 특징 알아보기
여름철에 모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여름철 모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여름철 모자를 관찰하여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른 계절과 달리 여름철 모자가 갖추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료에 따른 햇빛 차단 효과와 통풍성의 차이 비교하기
모자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직접 머리에 써보면서, 어떤 재료가 햇빛을 가리면
서도 시원할지 선택하여 봅시다.
- 재료들을 머리위에 올려놓고 어느 것이 햇빛을 잘 막아주는지 비교해봅시다.
- 머리 위에 올려놓고 친구가 부채로 바람을 불어주어 봅시다. 어느 것이 바람이 잘
통하면서 시원한가요?
저학년의 경우 햇빛 차단 정도를 체계적인 설계 하에 실험하는 데는 무리가 있
다. 다양한 재료를 들고 햇빛이 있는 운동장에 직접 나가 햇빛을 가리는 정도를
눈으로 비교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통기성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비교
하게 한다.

마무리
(5분)

준비물

동영상 자료 검색

다양한 재료
- 도화지 (검정, 흰색)
- 한지
- 망사
- 두꺼운 천
- 셀로판지
- 자외선차단 필름을 붙인
OHP 용지

재료들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고 친구들과 결과를 공유한다.
- 체험한 결과를 통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재료를 말해봅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재료들을 비교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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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여름철 모자의 특징 알기

상황제시

지금 한 여름, 운동장은 지글지글 끓는 퇴약볕이네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나가서 얼음, 땡 놀이를 하고 있
어요. 그런데 머리 위가 뜨거워요. 친구들을 쳐다보는데 자꾸 눈이 부셔요. 친구들과 즐겁게 계속 놀고 싶은
데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를 쓰고 놀아요

➊ 여름철 모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눈이 부시지 않게 햇빛을 막아줍니다.
얼굴이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머리 위가 뜨겁지 않게 막아줍니다.

➋ 여름철 모자들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써 봅시다.
햇빛으로 눈이 부시지 않게 모자 앞 부분이 넓다.
머리 위와 뒷 부분에 바람이 잘 통하게 천이 얇거나 망사로 되어 있다.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하다.

➌ 재료별로 햇빛을 잘 막아주는지, 바람이 잘 통하는지를 친구와 직접 확인해보고 표에 정리하여
봅시다.
좋음 ◎

보통 ◯

좋지 않음 △

재료

햇빛 막아주기

바람 통하기

두꺼운 도화지

◎

△

한지

◯

◯

망사

△

◯

두꺼운 천

◎

△

자외선차단 필름

◎

△

2~3차시

나만의 여름 모자 만들기

과목

초등학교 2학년 / 통합(여름), 수학, 국어

수업 차시

2~3/3차시

단원

2. 여름 풍경 / 4. 길이재기 / 5. 무엇이 중요할까?

교육 과정

여름의 계절적 특징에 맞는 창의적인 여름 모자를 고안한다.

학습 목표

여름 모자의 특징을 살려 자신의 머리에 알맞은 여름 모자를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5분)

교수 · 학습 활동
내게 필요한 여름 모자 탐색하기
여름 모자의 특징을 살려 어떤 모자를 만들지 말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비교해본 재료의 특징을 살려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말해봅시다.

창의적인 여름 모자 구안하기

준비물

동영상
강렬한 여름철 뙤약볕의
모습

학습지

이미 알고 있는 모자들과의 다른 특색 있는 모자를 생각해봅시다.
뙤약볕에서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나만의 모자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끈, 줄자, 플라스틱자
머리둘레 길이 재기
내 머리에 잘 맞는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봅시다.

학습 활동
(55분)

- 내 머리의 크기를 재려면 어디를 어떻게 재어야 할까요?

다양한 재료

주어진 것을 활용하여 짝과 함께 서로 머리 둘레의 길이를 알아내 봅시다.

- 도화지(검정, 흰색)

tip

- 한지

 접적으로 길이 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주어진 것을 활용해
직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직접 종이띠를 머리에 둘러서 길이를 재어볼 수도
있고, 끈이나 줄자 등을 이용하여 잴 수도 있다.

- 망사
- 두꺼운 천

나만의 여름 모자 만들기
재료를 선택하여 나만의 모자를 만들어 봅시다.
앞 차시에서 재료의 특징을 충분히 살펴본 후 자신이 설계한 모자에 알맞는 재
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예로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강한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재료로 자외선차단 필름을 붙인 OHP용지, 바람이 잘 통하는 재료로 망사
등을 탐색하고 고르게 한다.
보는 사람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모양이나 색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표현해 봅시다.

- 셀로판지
- 자외선차단 필름을 붙
인 OHP 용지
- 가위
-풀
- 투명테이프
- 양면테이프

나의 모자 소개하기

마무리
(20분)


모자의
장점, 특징 등을 소개하여 봅시다. 서로의 모자에 대해 잘한 점 등을 서로 칭찬
해 봅시다.

카메라

내가 만든 모자를 쓰고 운동장에 나가 쓰고 놀아봅시다.
모자를 쓰고 자신감 있는 멋진 포즈로 사진을 찍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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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여름 모자 구안하기

➊ 나의 여름 모자를 어떤 재료로 만들면 좋을까요?
예) 모자 앞 부분에는 햇빛을 막아주면서 앞이 보이는 필름을 쓰고, 머리 위에는 망사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면서 머리가 뜨겁지 않게 한다.

➋ 여름 모자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림으로 나타내고 간단한 설명을 써봅시다.

참고자료 1

모자 만드는 방법
모자 만드는 방법 (예시)
[준비물] 두꺼운 도화지, 찍찍이 암수 테이프, 양면테이프, 자외선차단 필름을 붙인 OHP 용지, 가위

➊두
 꺼운 도화지로 모자 앞 부분
의 틀을 둥글게 만든다.

➋자
 외선차단 필름을 붙인 OHP
용지를 준비한다.

➌ OHP용지를 모자 앞 부분에
맞게 오린 후 양면테이프로 붙
인다.

➍두
 꺼운 도화지로 머리 둘레를
두를 수 있는 끈을 양쪽에 만
들어 붙인다.

➎양
 끝에 각각 찍찍이 암, 수 테
이프를 붙인다. (머리 둘레에
따른 길이 조절 가능)

➏ 종이테이프, 유성펜 등을 이용
하여 꾸민다.

여름모자 예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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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02

STEAM 과목 요소

무게중심, 수평잡기 이해
협동놀이 방법 이해하고 놀이하기

협동놀이도구로
함께 놀아요

협동놀이도구 설계하기
협동놀이도구 만들기
사람 수(간격)에 알맞은 각도 재기

관련 교과
초등학교 3~4학년
(과학)물질의 특성, 수평잡기
(도덕)너희가 있어 행복해
(체육)경쟁 활동

주제 및 제작 의도

3학년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배우고, 4학년에서는 무게를 측정하는 활동을 통해 수

균형감각 및 수평잡기를 이용한 협동놀이도구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한다.

평잡기 및 무게 중심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중심
잡기 놀이를 생각해본다.

학습 목표

어찌 보면 과학과 수학은 개별 활동에 가깝다. 혼

내용목표

자 만들고, 혼자 놀고, 혼자 이해하는 일을 통해 학생

● 여러

가지 물체의 특성을 알고, 이를 이용한
놀이기구를 찾아본다.

들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개별화되어 가는지도 모르겠

● 수평잡기 활동을 통해 물체의 무게를 비교한다.

다. 의도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들며 함께 노는

●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균형놀이 또는
수평잡기 놀이방법을 탐구한다.

활동을 하도록 하여 친구를 이해하고 친구를 포용하며
친구와 함께 행복한 아이들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 중

과정목표

심소재를 물질의 특성 이해와 무게중심을 이용한 수평

● 협동놀이도구를
● 친구들과
● 놀이를

협력하여 제작한다.

함께 협동놀이를 즐긴다.

한 후 제작한 도구를 수정하고 함께
사용매뉴얼(안내책자)을 만든다.

잡기로 잡아보았다.
과학을 이용하여 재미있고 행복하게 함께 노는 아
이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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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3

Step
감성적 체험

교육 과정
수업 단계

과목

1~3차시
체육
도덕

과학
도덕

연번

온 친구도 쉽게 어울려 함께 놀 수 있는 물건(도구)에는 무엇이 있을까?

● 힘을

모아 협동놀이도구를 만들어볼까?

● 어떤

물질(물체)를 이용하면 재미있는 놀이도구를 만들 수 있을지 브레인스토밍

● 협동놀이도구를

생각, 설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질(물건) 찾아보기

● 협동놀이도구를

제작하고, 알맞은 놀이도구사용법(매뉴얼) 만들기

● 협동놀이

● 함께
● 좀

후 도구를 수정, 보완하기

만든 협동놀이도구를 이용하여 함께 즐기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려면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의견 나누기

●●●

과학
도덕

평가 계획

● 전학

단원

단원 학습 목표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3-1-1 우리생활과
물질

•다양한 물질로 쓰임새가 같은 물체를 만들 수 있다.

무게중심을 이용한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4-1-1 무게재기

•물체의 무게에 따라 수평을 잡는 방법이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창의적으로 협동놀이 도구를 설
계할 수 있다.

3-1-2 너희가
있어 행복해

•사이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우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다.

친구들과 즐겁게 협동놀이도구를
만들 수 있다.

3-4 경쟁활동

•친구와 힘을 합쳐 협동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다.

협동놀이 방법을 이해하고 규칙을
지키며 협동놀이를 할 수 있다.

3-1-2 너희가
있어 행복해

•사이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우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다.

사람 수(간격)에 알맞은 각도를
어림잡아 잴 수 있다.

4-1-1 무게재기

•물체의 무게에 따라 수평을 잡는 방법이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협동놀이 도구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

3-1-2 너희가
있어 행복해

•사이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우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협동놀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

●●●
평가 기준

방법

1

•물질의 종류와 그에 따른 특성을 잘 알고 있는가?

관찰평가

2

•무게중심과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가?

관찰평가

3

•협동놀이도구의 개념을 알고 협력하며 놀이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가?

결과물평가

4

•친구들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협동놀이를 하는가?

자기평가, 상호평가

5

•놀이를 하고 난 후 놀이도구의 고칠 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는가?

결과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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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과학, 도덕, 체육
●과학(우리 생활과 물질, 무게재기), 도덕(너희가 있어 행복해), 체육(경쟁활동)

1 차시

협동놀이도구 만들기
전학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서먹서먹한 친구도 함께 할 놀이방법은 없을까?
친구가 좋아하는 놀이 알아보기(마인드맵)
친구들과 함께 사용할 놀이도구를 만들기에 적당한 조건을 가진 물질 찾기
수평잡기, 무게중심잡기
협동놀이도구를 생각하여 친구들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보자.(모둠별로 다를 수 있음)
만들 놀이도구를 그림이나 도면으로 나타내기
치수나 간격 표시하기
그림 보며 설계에 따라 협동놀이도구 만들기

2 차시

만든 도구로 협동놀이 하기
힘을 합해 만든 협동놀이도구를 사용하여 함께 놀자.
친구의 입장과 역할을 생각하며 협동놀이 하기
수평을 잡기위한 각도 생각하기
놀이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지키며 협동놀이 하기
또 다른 협동놀이를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
놀이 규칙(방법, 사람 수, 시간, 도구 사용법 변경 등)을 변형하기
변경된 놀이 방법을 적용하여 재미있게 놀아보기

3 차시

도구 수정, 보완하고 도구사용법 만들기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협동놀이도구
놀이를 하며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 토의하기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기
협동놀이도구 사용매뉴얼 만들기
놀이방법, 필요인원, 주의사항 및 좋은 점 등을 알려주는 매뉴얼 제작
협동놀이도구와 매뉴얼 미니 전시하기(필요시 설명하기)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차시

협동놀이도구 제작

과목

초등학교 3,4학년 / 과학, 도덕

수업 차시

1/3차시

단원

우리생활과 물질, 무게재기, 너희가 있어 행복해

교육 과정

•[4과01-04] 여러 가지 물질을 선택하여 다양한 물체를 설계하고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다.
•[4과09-02] 수평잡기 활동을 통해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
•[4도02-02]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덕적 대화하기·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학습 목표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을 이용한 협동놀이도구를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전학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서먹서먹한 친구와도 함께 친해질 놀이방법은 없을까?

도입
(10분)

준비물
활동지 1-1, 1-2

친구가 좋아하는 놀이 알아보기(마인드맵)

- 여러 가지 물건(물질)

친구들과 함께 사용할 놀이도구를 만들기에 적당한 조건을 가진 물질 찾기

-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과 재료(가위, 본드 등)

수평잡기, 무게중심잡기

- 마인드맵

협동놀이도구를 생각하여 친구들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보자.(모둠별로 다를 수 있음)
만들 놀이도구를 그림이나 도면으로 나타내기
만들 놀이도구의 장점 생각해보기(협동놀이 측면에서)
치수나 간격 표시하기
그림 보며 설계한대로 협동놀이도구 만들기

학습 활동
(25분)

활동지 1-3
- 여러 가지 물건(물질),
-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가위, 본드 등)
- 만들 놀이도구가 그려
진 도면(그림)

마무리
(5분)

지도상
유의점

튼튼하고 쓸모 있는 협동놀이도구가 만들어졌나?
설계한대로 협동놀이도구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기

완성된 협동놀이도구

•모둠 내의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도구를 찾는 데에 주력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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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친구들과 힘을 모아 협동놀이도구 만들기

상황제시

별이네 반에는 지방에서 전학 온 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지내는 달
이. 별이는 모두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균형감각과 수평잡기를 이용한 협동놀이도구를 만들어 함께 놀아 보는 거야.”

➊ 협동놀이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생각을 나타내보고 그 중 균형감각이나 수평잡기를 이용한 놀이 중 한 가지를 골라
놀이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생선뼈나 마인드맵으로 표현 해봐요.)

면동초 4학년 5반 1모둠 작성

면동초 3학년 6반 4모둠 작성

➋ 그 놀이도구는 어떤 물질들로 만들어져 있나요? 왜 그런 물질들로 만들어졌을까요?
놀이도구
이삿짐나르기

만들어진 물질

왜 그런 물질들로 만들었나요?

단단하고 질긴 넓은 끈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끊어지면 안되니까

훌렁훌렁

백업(스티로폼줄)

말랑말랑해서 몸을 통과할 때 다치지 않는다.

바람축구

골대는 수수깡, 공은 페트병뚜껑

수수깡-만들기 편하다. 뚜껑-중심에 맞게
바람을 불면 똑바로 잘 굴러간다.

➌ 모둠별로 만들고 싶은 협동놀이도구를 결정하고 만들어봅시다.

2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협동놀이하기
초등학교 3,4학년 / 체육, 도덕
2/3차시
경쟁 활동, 너희가 있어 행복해
•[4체03-08]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동의 필요성을 알고 팀원과 협력하며 게임을 수행한다.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덕적 대화하기·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학습 목표

친구들과 함께 만든 협동놀이도구를 사용하여 즐겁게 놀이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모둠별로 만든 협동놀이도구 살펴보기

도입
(5분)

어디에서 어떻게 가지고 놀면 재미있을지 서로의 생각 나누기
어떤 점에 유의하며 놀아야 할지 말하기

준비물
- 모둠별로 만든 협동
놀이도구
- 간편복
- 운동화

힘을 합해 만든 협동놀이도구를 사용하여 함께 놀자
친구의 입장과 역할을 생각하며 협동놀이 하기
수평을 잡기위한 각도 생각하기

- 모둠별로 만든 협동
놀이도구

놀이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지키며 협동놀이 하기

- 간편복
- 운동화
- 시계

학습 활동
(25분)

또 다른 협동놀이를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

다양한 방법 및 기준을 적
용해보도록 권유

놀이 규칙(놀이 방법, 사람 수, 시간, 도구 사용법 변경 등)을 변형하기
변경된 놀이 방법을 적용하여 재미있게 놀아보기

협동놀이도구 사용하며 놀아본 소감 나누기

마무리
(10분)

어떻게 했을 때 재미있었나요?
활동지 2
친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였나요?
협동놀이도구를 사용하며 놀아본 소감을 돌아가며 말해 봅시다.

지도상
유의점

•각자 정한 규칙대로 놀이하며 불편하거나 생각과 달랐던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의논하여
고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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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협동놀이도구의 의미와 예시

협동놀이도구는
주변의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놀이도구이다. 다만, 함
께 힘을 모아 게임을 한다든지, 함께 수평잡기를 잘 해야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 친구들
과 함께 하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도록 진행한다.

출처: 서울면동초 체육대회 장면

동물의 도구 사용: 3차시 도입부분의 동영상

http://m.site.naver.com/0fsj4

동영상A(까마귀의 기막힌 꼬챙이 사용법)

http://m.site.naver.com/0fsj5

동영상B(침팬지가 딱딱한 열매를 먹는 방법)

동영상A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nTtDbyQTQV0
동영상B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Vzcc5gBz9_A
출처: 유튜브의 동영상을 재편집

아이들의 협력놀이 모습(바람축구)

http://m.site.naver.com/0fsiU

3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협동놀이도구 사용법 만들기
초등학교 3,4학년 / 과학, 도덕
3/3차시
우리생활과 물질, 무게재기, 너희가 있어 행복해
•[4과01-04] 여러 가지 물질을 선택하여 다양한 물체를 설계하고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다.
•[4과09-02] 수평잡기 활동을 통해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덕적 대화하기·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학습 목표

협동놀이를 수정, 보완하고 놀이도구 사용법을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놀이방법의 진화

도입
(5분)

동물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영상을 보며 주어진 여건을 이용하여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
동영상A: 까마귀가 꼬챙이를 꼬부려 비커 속의 물건을 꺼내는 장면
동영상B: 침팬지가 딱딱한 열매를 먹기 위해 돌을 사용하는 장면

동영상 A

동영상B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협동놀이도구
놀이를 하며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 토의하기

활동지 2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기

학습 활동
(35분)

협동놀이도구 사용매뉴얼 만들기

협동놀이도구,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재료

모둠별로

놀이방법, 필요인원, 주의사항 및 좋은 점 등을 알려주는 매뉴얼 제작
해보기

활동지 3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무리
(5분)

협동놀이도구와 매뉴얼 전시하기(미니 전시)
다른 모둠의 놀이도구를 둘러보고 더 좋아진 점을 찾아 말해주기

지도상
유의점

- 만든 매뉴얼과 협동
놀이도구
- 폼보드
- 스티커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협동심을 발휘하려면? 등의 발문으로 함께 개선점을 찾아
나가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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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2

협동놀이도구 수정, 보완하고(PMI표) 사용법(매뉴얼) 만들기

➊ 우리가 함께 만들고 함께 즐겨본 협동놀이도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고 의논한 점을

적어보세요. 어떻게 고치면 더 좋아질까요?
협동놀이도구

좋은 점

개선할 점

특이한 점/ 재미 포인트

이삿짐나르기

넓고 긴 끈 두 가닥과 넓적한
물건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물건이 너무 가벼우면 나르기
가 어렵다.

둘이 마음이 잘 맞아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급한 애와 느린 애가 한 편이 될 때 정말 재밌다.

훌렁훌렁

줄이 물렁물렁해서 몸을 넘기
기 쉽다.

줄이 약해 찢어질까봐 걱정된
다.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통과시켜야 해서 아이들이
몸을 구부리는 게 재미

바람축구

생수병 뚜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책상을 붙여놓은 곳에서 뚜껑
공이 자꾸 튄다.

빨대로 공을 불면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 재미있
다.

➋ 협동놀이도구를 멋지게 잘 사용하고 싶은 다른 친구들에게 협동놀이도구를 안내하는 글이나

그림을 만들려면 어떤 내용들을 적거나 그려야 할까요?

<훌렁훌렁 게임 설명서>(면동초 3학년 6반 4모둠 작성)

학생활동지 2

우리가 만든 협동놀이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며 게임하는지 설명서를 만들어 봅시다.

<예시> 면동초 4학년 5반 1모둠 촬영 및 작성

면동초 3학년 6반 4모둠 촬영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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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3

매뉴얼 만들기 예시자료(http://www.119.go.kr/ 119안전신고센터 소소심캠페인)

소소심이란?
소소심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의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이 세가지를 익히면 재난, 위기상황
시 피해와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친숙히 여겨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 소화기
소화기는 어느 장소에서나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소방시설로서 화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불길을 진화할 수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핀을 뽑을 때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뽑을 것, 소화액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 듯 불이 난
부분의 위쪽부터 덮어씌우듯 뿌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분말을 골고루 쏜다

Pull pin

Aim at base of fire

Squeeze handle

Sweep side to side

● 소화전
소화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생긴다면 우선 소화전의 발신지
를 눌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수압이 강한 호스를 다 같이 힘을 합쳐 불을 향해 뿌려주시면 더 수월하
게 화재를 진압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연다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

밸브를 돌린다

불을 향해 쏜다

Open the door

Take out the hose

Open the valve

Extinguish a fire

● 심폐소생술
심혜소생술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사람을 심장압박을 통하여 소생시키는 기술로서 4분 이내에 이루어져
야만 소생률이 높아집니다.

의식 및 호흡확인

119신고 및 AED 요청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Determine unresponsiveness

Call 119

30 chest compressions

2rescue breathings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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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03

STEAM 과목 요소

용매, 용질, 용해, 용액, 물질을 빨리 녹이는 방법
여러 가지 수용액 만들기, 용액의 성질을 이용
하여 여러 가지 음식 만들기

과학으로 만든
음식

색감을 살려 음식 코디하기
물질의 양 측정하기

관련 교과
초등학교 5학년
용해와 용액, 나의 균형잡힌 식생활,
매체로 의사소통해요
디자인과 생활
과목 : 과학, 실과, 국어, 미술

주제 및 제작 의도
용해와 용액에 대하여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위한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보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재미와 가족간의 행복을 느
끼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

가족과 맛있는 음식 주위에 둘러 앉아 도란도란 이
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떠올리면 절로 행복해진다. 가
족이 행복해지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학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리에 접목해 보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며 과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데 좋은 활동
이다.
본 프로그램은 5학년 과학 ‘용해와 용액’ 단원을 중

내용목표

심으로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녹여 보고 녹는 모습을

● 용매,

관찰한 후, 그 용액의 성질을 이용하여 먹을 수 있는

용질, 용해, 용액을 설명할 수 있다.

● 물질을

물에 빨리 녹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식품이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음식이 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과정목표
● 여러

가지 가루를 녹인 용액을 섞었을 때 나
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 용액의

성질에 따른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창
의적이고 재미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 가족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요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족
을 위한 과학 요리로 가족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표
현하도록 하여 감성적 체험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여러 종류의 식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물질을 만들어 보고 색다른 음식으로
고안해 내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을 기룰 수 있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 몸이

편찮으신 엄마를 위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색다른 요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
을까?

● 여러

가지 용액을 알고, 용액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과 크기의 물질 만

들기
● 색과

모양을 살려 색다른 요리로 만들기

● 실생활에

3

Step
감성적 체험

교육 과정
수업 단계

1~4차시

평가 계획

● 다른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생각을 공유한다.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맛보며 즐거움 체험하기

● 엄마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고 감사와 위로의 편지 쓰기

●●●
과목

단원

단원 학습 목표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서로 다른 용액을 섞었을 때의 반응을 보며 요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상하기
여러 가지 물질을 빨리 녹이는 방법 탐구하기
서로 다른 용액을 섞어 만들어진 물질로 만들
요리 구상하기

과학

용해와 용액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녹여 녹는
모습을 관찰하고, 용질, 용매, 용해,
용액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을 물에 빨리 녹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실과

나의 균형 잡힌
식생활

•식품이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음식이 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두 용액을 섞어 만든 물질로 색다른 요리 만들기
다양한 식재료의 색과 질감, 맛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시키기

국어

매체로
의사소통해요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고 사랑의 편지쓰기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편지쓰기

미술

디자인과
생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요리에 쓰이는 재료를 먹기 좋게 디자인하여 표현하기
색감을 살려 재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용매, 용질, 용해, 용액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지필 평가

2

•여러 가지 물질을 빨리 녹이는 방법을 알 수 있는가?

수행 평가

3

•음식 만들기에 필요한 물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가?

산출물 평가

4

•친구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표현하는가?

관찰 평가

5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참여하는가?

관찰 평가

28 / 29

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과학, 실과, 국어, 미술
●과학(용해와 용액), 실과(나의 균형잡힌 식생활), 국어(매체로 의사소통해요), 미술(디자인과 생활)

1 차시

신기한 용액의 세계
몸살에 걸려 입맛도, 기운도 없는 엄마를 위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색다른 요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용질, 용매, 용해, 용액에 대하여 알아보기
가루 물질을 빨리 녹이는 방법 탐구하기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녹여 녹는 모습을 관찰해 보기
조건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 물질을 빨리 녹이는 방법 탐구하기
알긴산나트륨과 젖산칼슘에 대하여 알아보기
알긴산나트륨 수용액과 젖산칼슘 수용액을 섞었을 때의 반응 살펴보기
알긴산나트륨 수용액과 젖산칼슘 수용액을 섞었을 때의 반응을 보며 요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상하기
실험한 결과를 통해 새롭게 안 사실을 이야기 해 보기

2~3 차시

행복이 톡톡 터지는 과학 음식
알긴산나트륨 수용액과 젖산칼슘 수용액을 섞어 다양한 색과 크기의 물질 만들기
여러 가지 맛의 음료(커피, 망고, 석류 등)를 이용하여 캐비어 만들기
용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캐비어의 강도를 표로 나타내어 비교하기
스포이트나 조리 기구의 크기를 달리하여 다양한 크기로 만들기
다양한 색과 크기의 캐비어를 색다른 요리로 만들기
다양한 식재료의 색과 질감, 맛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시키기
푸드코디네이터처럼 먹음직스럽게 담아내기
자신의 요리를 소개하며 사랑의 편지 쓰기
자신이 만든 요리를 소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엄마에게 감사와 사랑의 편지 쓰기
자신이 만든 요리를 창의적으로 소개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
만든 요리를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다과 시간 갖기
/ 가족(엄마)에게 만든 음식과 편지 전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갖기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 나누기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2차시

신기한 용액의 세계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초등학교 5학년 / 과학, 실과
1~2/4차시
용해와 용액, 나의 균형 잡힌 식생활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녹여 녹는 모습을 관찰하고, 용질, 용매, 용해, 용액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을 물에 빨리 녹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식품이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음식이 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서로 다른 용액을 섞었을 때의 반응을 보며 요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상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몸살에 걸려 입맛도, 기운도 없는 엄마를 위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색다른 요리를 어
떻게 만들 수 있을까?
평소와 다른 음식으로 재미와 새로움을 맛보게 할 수는 없을까?
(상황제시)

도입
(5분)

준비물
[자료1] tvN ‘식샤를
합시다2’의 한 장면

별이의 엄마가 몸살로 며칠째 입맛도 잃고 기운도 없어 걱정입니다. 엄마께 특별한 음식을 해
드리고 싶은 별이, 서툴지만 맛도 모양도 색다른 요리로 엄마에게 사랑을 전해드린다면 다시
기운을 차리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들이 역할극을 하거나 사전에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안내한다. 여건에 따라
학
스토리텔링으로 상황을 제시하거나 드라마의 한 장면(자료1)을 제시하여 동기
를 유발시켜도 좋다.
<활동1>여러가지 용액 만들기
용질, 용매, 용해, 용액에 대하여 알아보기
가루 물질을 빨리 녹이는 방법 탐구하기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어 녹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 소금, 분말주스, 나프탈렌이 물에 녹는 모습을 관찰하고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조건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 물질을 빨리 녹이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 물의 온도와 젓는 속도, 물질의 알갱이 크기 등을 달리하여 빨리 녹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http://www.gomtv.com/
view.gom?contentsid=140
11231&auto=1))

학생활동지 1
-

소금, 분말주스
나프탈렌, 백반덩어리
백반가루, 비커
패트리 접시, 약숟가락
유리막대
따뜻한 물, 차가운 물

<활동2>신기한 용액의 세계

학습 활동
(60분)

마무리
(15분)
지도상
유의점

알긴산나트륨과 젖산칼슘에 대하여 알아보기
알긴산나트륨 수용액과 젖산칼슘 수용액을 섞었을 때의 반응 살펴보기
알긴산나트륨 수용액과 젖산칼슘 수용액을 섞었을 때의 반응을 보며 요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상해 봅시다.
- 알긴산나트륨과 젖산칼슘을 일정한 비율로 물에 녹여 봅시다.
- 알긴산나트륨 수용액을 젖산칼슘 수용액에 떨어 뜨려 섞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
어나는지 살펴봅시다.
- 물 대신 다른 용액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지 탐구해 봅시다.
알긴산나트륨을 빨리 녹이기 위하여 핸드믹서를 사용하면 좋다. 또 알긴산나트륨
을 물에 녹여 실험할 경우 색깔이 없어 변화과정을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천연색소를 넣거나 색깔이 있는 용액을 사용하면 실험결과를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다.
-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어떤 요리에 활용할지 모둠별로 토의해 봅시다.

참고자료
-

알긴산나트륨
젖산칼슘, 물
핸드믹서, 유리막대
계량스푼, 비커
스포이트 또는
둥근 숟가락(국자)

실험한 결과를 통해 새롭게 안 사실을 이야기 해 보기
- 모둠에서 만들 최고의 요리는 무엇인가요?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 실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 생활 속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핸드믹서 등 실험도구를 사용할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요리의 종류를 잘 결정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예시를 제시한다.
•요리를 하는 과정 안에 다양한 과학적인 내용과 방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게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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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여러 가지 용액 만들기

상황제시

별이의 엄마가 몸살로 며칠째 입맛도 잃고 기운도 없어 걱정입니다. 엄마께 특별한 음식을 해드리고 싶은 별
이, 서툴지만 맛도 모양도 색다른 요리로 엄마에게 사랑을 전해드린다면 다시 기운을 차리시지 않을까 기대
하고 있어요. 별이에게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 주세요.

➊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녹여 녹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놀이도구

소금

분말주스

나프탈렌

한숟가락을 넣었을 때

다 녹아 보이지 않음

다 녹아 보이지 않고 색깔이 변함

녹지 않음

세숟가락을 넣었을 때

약간 가라앉음

다 녹아 보이지 않고 색깔이 변함

녹지 않음

➋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빨리 녹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물의 온도

젓는 속도

알갱이 크기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녹는다.

젓는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녹는다.

알갱이 크기가 작을수록 빨리 녹는다.

학생활동지 2

신기한 용액의 세계

➊ 알긴산 나트륨 수용액과 젖산 칼슘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써 봅시다.
(예) 쫀득쫀득한 물질이 생긴다.
동글동글한 모양안에 물(주스)이/가 들어 있다.
막이 생긴다.

➋ 위의 반응을 활용하여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요리 제목

●필요한 재료

동글동글 까나페

여러 가지 음료, 과자, 치즈, 알긴산나트륨,
젖산칼슘, 물, 1000ml 비커 2개, 주사기 또는
스포이트, 채, 계량스푼 등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서울계남초등학교 6학년 4반 모둠결과물

●이 요리를 소개해 보세요.
•크래커 위에 치즈를 올리고 그 위에 다양한 토핑을 올리는 까나페 요리이다.
•토핑으로는 다양한 맛과 색깔의 캐비어를 올린다.
•평소랑 다른 까나페를 먹으며 색다른 맛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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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음식 만드는 과정
‘행복이 톡톡 터지는 과학 음식’ 만드는 과정
[필요한 재료]
여러 가지 음료, 주사기, 스포이트,
막대, 비커, 계량스푼, 채, 국자, 블렌더,
알긴산나트륨, 젖산칼슘

➊2
 00ml음료에 알긴산나트륨
1g을 넣는다.

➋막
 대로 젓거나 블렌더로 녹인
후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
다린다.

➌ 깨끗한 물 500ml에 젖산칼슘
5g을 넣는다.

➍막
 대로 저어 모두 녹인다.

➎주
 사기로 ②의 용액을 ④용액
에 떨어뜨린다.

➏ 동그랗게 알갱이 모양이 생기
는 것을 관찰한다.

➐➏
 에서 생긴 알갱이를 건져내
어 깨끗한 물에 씻어 낸다.

➑ 다른 음료도 ➊~➐의 과정으로 알갱이를 만든다.

➓튜
 브가 달린 주사기로 길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들어진 결과물을 이용하여
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본다.

3~4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학습 과정

도입
(5분)

행복이 톡톡 터지는 과학 음식
초등학교 5학년 / 과학, 실과, 국어, 미술
3~4/4차시
용해와 용액, 나의 균형 잡힌 식생활, 매체로 의사소통해요, 디자인과 생활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녹여 녹는 모습을 관찰하고, 용질, 용매, 용해, 용액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을 물에 빨리 녹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식품이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음식이 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용액의 성질에 따른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가족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모양도 맛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참 행복하지요? 엄마를 위해, 가족을 위해 과학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인다면 맛과 즐거움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행복도 보너스로 얻
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도 과학요리사가 되어
엄마를 위한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봅시다.
다양한 종류의 분자요리를 보여주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색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학습 활동
(60분)

<활동> 용액을 이용하여 색다른 요리 만들기
알긴산나트륨 수용액과 젖산칼슘 수용액을 섞어 다양한 색과 모양의 물질 만들기
여러 가지 맛(색)의 음료(망고, 커피, 비타민워터 등)를 이용하여 캐비어 모양으로 만
들어 봅시다.
- 용질의 양을 조절하며 다양한 색의 캐비어 모양을 만들어 본다.
- 용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캐비어의 강도를 표로 나타내어 비교해 본다.
스포이트나 조리 기구의 크기를 달리하여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 봅시다.
실험 후 캐비어 모양을 젖산칼슘 수용액에서 건져내어 깨끗한 물로 헹구어 내
는 것이 좋다.
다양한 색과 모양의 캐비어를 이용하여 색다른 요리 만들기
다양한 식재료의 색과 질감, 맛 등을 고려하여 요리를 만들어 봅시다.
- 빵, 과자 등을 이용한 디저트 요리 등에 응용해 본다.
푸드코디네이터처럼 먹음직스럽게 담아낸다.
- 모둠별로 창의적으로 음식을 디자인하여 담고 사진을 찍는다.
이 과정을 통해 간접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갖는다.
자신의 요리를 소개하며 사랑의 편지 쓰기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이 만든 요리를 소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엄마
에게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써 봅시다.

마무리
(15분)

자신이 만든 요리를 창의적으로 소개하고 상호 평가해 봅시다.
- 아이디어가 돋보인 요리는 무엇인가요?
- 꼭 먹어보고 싶은 요리는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만든 요리를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다과 시간을 가져 봅시다.
가족(엄마)에게 만든 음식과 편지 전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갖도록 과제를 내
준다.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 해 봅시다.
- 과학과 우리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과학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재미와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다

지도상
유의점

•핸드믹서 등 실험도구를 사용할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상온에서 캐비어 물질을 오래 둘 경우 모양이 변하므로 가급적 빨리 만들도록 한다.
•음식의 맛보다는 요리와 과학의 융합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대시키고, 음식을 디자인
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진로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준비물
[자료1] KBS1글로벌정보
쇼 ‘맛있는 기술’ 동영상

(http://tvcast.naver.
com/v/582169)
학생활동지
참고자료
알긴산나트륨, 젖산칼슘,
계량컵, 계량스푼,
핸드믹서, 음료, 주사기
또는 스포이트, 약숟가락
등

종이접시, 다양한 식재료,
소품, 카메라 및 스마트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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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3

용액을 이용하여 색다른 요리 만들기

상황제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색다른 요리

다음 요리는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요? (사과, 망고 등)
출처1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
naver.com/entry.nhn?docId=284361
4&cid=47309&categoryId=47309
출처2 : tvN '식샤를 합시다2 12화‘ 중
화면 캡쳐 http://ch.interest.me/tvn/
vod/view/63739

➊ 용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캐비어의 강도를 표로 나타내어 비교하기
알긴산나트륨
젖산칼슘

0.5 g을 넣었을 때

1 g을 넣었을 때

2 g을 넣었을 때

젖산칼슘
(2.5g/물500ml)

몽글몽글한 것이 생겼으나 터
진다.

캐비어 모양이 생겼으나 누르면
잘 터진다.

캐비어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
다. 강도도 양호하다.

젖산칼슘
(5g/물500ml)

캐비어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
고 터지지는 않지만 약하다.

탱글탱글한 캐비어 모양이 잘 만
들어진다.

탱글탱글한 캐비어 모양이 잘
만들어진다.

젖산칼슘 5g에 알긴산나트륨 1g, 또는 2g을 넣었을 때 잘 터지지 않고 캐비어 모양과 색이 진했다.

➋ 우리 모둠이 만든 음식 사진을 붙이고,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이 요리는 동글동글 까나페입니다.
바삭한 과자 위에 치즈를 얹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맛과 색깔의
캐비어를 올려 놓았습니다. 한 입에 쏙 넣으면 커피맛, 석류맛의
캐비어가 톡톡 터지면서 색다른 맛을 보여준답니다.

➌ 엄마(가족)에게 자신이 만든 요리를 소개하며 사랑의 편지를 써 봅시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몸살 때문에 기운도 없으시고 입맛도 없으시죠? 엄마를 위해서 제가 색다른 요리를
만들었어요. 바로 동글동글 까나페에요. 엄마가 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행복했는데
엄마도 이 음식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참고자료 2

재미있는 분자 요리
분자요리란?
‘음식을 분자 단위까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음식재료의 질감이나
조직·요리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변형시키거나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음식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
다. 예컨대 올리브오일의 경우 액화질소로 순간 냉각해 아이스크림으로 만들면 전혀 새로운 맛과 질감
이 생겨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분자요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분자 요리를 만들 때는 조리하는 온도와 방
법에 따라 재료의 분자 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씹는 맛과 향 등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한다. 여기
에 화학 반응을 이용해 재료를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다.
출처: 재미있는 음식과 영양 이야기, 2014. 4. 18, 가나출판사

알긴산나트륨
식품의 점착성 및 점도를 증가시키고 유화안정성을 증진하며 식품의 물성 및 촉감을 향상시키기 위
한 식품첨가물이다.
흰색~엷은 노란색을 띤 섬유상, 알갱이, 과립 또는 가루로서 거의 냄새가 없으며 맛도 없다. 알코올
에 녹지 않으며 클로로폼과 같은 유기용매도 녹지 않고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인산나트륨에 천천
히 녹는다. 물에 녹으면 점성이 있으며, 안정제 및 증점제로서 그 효과가 우수하다. 1% 수용액의 pH는
6~8이다. 수용액을 고온에 오래 두면 점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80℃ 이하에서는 점도 변화가 없다.
아이스크림에 빙과 안정제로 첨가하면 우유의 Ca2+과 작용하여 알긴산칼슘의 금속염을 형성하여 조
직을 안정화시키는데, 얼음 결정을 미세화하여 조직을 매끄럽게 하고, 점성 및 형태를 유지하게 한다.
이는 알긴산나트륨이 친수성 고분자로서 흡수된 수분이 강력한 수화성에 의해 얼음 결정의 형성이 어
렵기 때문이다. 또한 케첩, 마요네즈, 소스 등의 점착제 및 증점제, 청주의 청징제로서 사용되며, 이외
에도 면류의 노화방지, 농축오렌지와 맥주거품 안정제, 육류의 피막, 쨈과 젤리의 겔 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흡습성이 있으므로 보관 시 밀봉한 용기에 보존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酸-] (두산백과)

젖산칼슘
백색 분말 또는 입상으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는 강화제이다. 화학식은
C6H10O6Ca·5H2O 이다. 물에 5% 녹으며 더운물에 더 잘 용해된다. 알코올의 경우 낮은 온도에서는
용해되기 어려우나 고온에서 어느 정도 용해된다. 공기 중 서서히 풍화되고 120℃로 가열하면 무수물이
된다. 식용상 유해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에 가용으로 완충성이 있으며, 다른 칼슘제보다 체내
이용·흡수율이 좋아 식품의 칼슘 강화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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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밀, 빵, 과자 등에 첨가하고, 빵의 pH저하 방지를 위해 사용하며 합성팽창제의 완충제로 과자에
이용한다. 주로 산도조절제로 사용하며 밀봉용기에 담아 보존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젖산칼슘 [Calcium Lactate] (두산백과)

또다른 아이디어 살펴보기 - 오호 물병
오호(ooho)는 먹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물병으로 내부는 얇은 이중의 젤라틴막으로 되어있고 외부
는 갈색 조류와 염화칼슘으로 만들어졌다. 이 물병은 영국왕립예술학교 대학원생 로드리고 가르시아
곤잘레스와 친구들이 ‘환경에 무해하면서 물을 부드럽게 감쌀 수 있는 물질’을 찾게 되어 오호가 만들
어지게 되었다. ‘오호 물병’은 ‘2014년 렉서스 디자인 어워드(Lexus Design Award 2014)’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물 담은 오호

주스 담은 오호

탄산음료 담은 오호

석류누들 샐러드

다양한 맛의 캐비어 카나페

본 활동을 통해 만든 음식들 (예시)

커피캐비어 아이스크림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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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04

STEAM 과목 요소

학교가 더 즐거워지는
덜덜이 만들기
(여름 곤충 알아보기)

장난감이 한 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몸통을 만들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진동모터가 돌면서 생기는 진동으로
장난감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곤충의 생김새를 잘 관찰하고 그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만들고 곤충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관련 교과
초등학교 2학년
여름에 찾은 보물들
슬기로운 생활

주제 및 제작 의도
요즘 아이들은 바쁘다. 학교가 끝난 후 운동장에
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게임에 편중되고
있는 시대에 내가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친구와
함께 놀아 본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인기폭발인 장난감이
있다.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품귀현상에 사재기
까지 하는 이 장난감은 자석의 미는 힘을 이용한 작동
완구이다. 이 간단한 원리의 장난감에 아이들이 열광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몇 십 개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모은다는 수집 욕구도 있겠지만
‘움직인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학습 목표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낮아지면
서 방과 후에 복도 귀퉁이에 삼삼오오 쪼그리고 앉아

내용목표

게임 삼매경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 여름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볼 수 있는 곤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발표할 수 있다.

● 곤충의

특징을 살린 모형을 만들고 친구에게
소개할 수 있다.

● 장난감이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
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과정목표
● 만들고

싶은 곤충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클레이를 이용하여 모형을 만들 수 있다.

● 내가

만든 장난감을 이용하여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장난감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균형과 무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캠페인을 해도 쉽게 헤어
나오기 힘든 것은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자극적인 ‘재미’
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스마트폰보다 더욱 재미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색깔도 화려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장난감은 아니지만 자신의 정성이 들어간 장난감
이라면 어떨까? 이와 더불어 친구들과 함께 경주도 할
수 있다면 나도 즐겁고 ‘우리’가 즐거운 행복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과학의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여
내 손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든다는 것은 저학년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자극이 될 것이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 친구와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 게임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무엇일까?
친구와 밖에 나가 신나게 뛰어 노는 것이 더 즐거울 것이다. 또 그 친구와 함께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어 함께 논다면 더욱 즐겁지 않을까?

●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관찰하고 클레이를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기

● 장난감을
● 클립

3개를 이용하여 균형을 맞춰 몸통 만들기

● 몸통에

3

Step
감성적 체험

교육 과정

●●●

수업 단계

과목

단원

움직이게 하는 진동모터를 동전전지에 연결하여 움직여 보기

진동모터를 붙인 후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고 앞으로 직진하게 만들기

● 내가

만든 장난감이 앞으로 잘 전진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기

● 내가

만든 장난감과 친구의 장난감으로 경주를 하고 난 느낌을 이야기해보기

단원 학습 목표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여름철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을 조사, 관찰
할 수 있다.

1~4차시

슬기로운
생활

곤충과 식물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조사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고, 여름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낸다.
•곤충을 조사, 관찰하며 탐구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곤충의 생김새와 특징을 서로 이야기해 보고 내가
만들고 싶은 곤충을 정할 수 있다.
장난감이 한 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
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몸통을 만들 수 있다.
곤충의 생김새와 특징이 드러나도록 곤충모형을
만들고 곤충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평가 계획

●●●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알고 있는가?

지필 평가

2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곤충의 생김새를 잘 살려 모형을 만들 수 있는가?

수행 평가

3

•덜덜이의 몸통이 균형에 맞고 앞으로 전진하는가?

관찰 평가

4

•경주의 규칙을 지키며 참여하는가?

관찰 평가

5

•친구와 협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관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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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1~2차시

●●●

●슬기로운 생활(곤충과 식물)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에 대해 알아보고 곤충 모형 만들기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주제로 다섯 고개 놀이하기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크기가 작은 동물입니다. 나는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날 때 ‘앵앵’소리를
냅니다. 나는 주둥이가 뾰족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 영양분을 얻습니다. (정답 : 모기)
숲이나 들에 사는 곤충 찾아보기
교과서의 삽화를 보면서 직접 보았거나 키워 본 적이 있는 곤충 찾아 표시해 보자.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곤충 찾아서 표시해 보자.
물에 사는 곤충 찾아보기
여름에 물가나 물속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은 무엇이 있을까?
숲이나 들에 사는 곤충의 특징 살펴보기
무당벌레, 방아벌레, 노린재, 반딧불이, 대벌레 등의 곤충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물에 사는 곤충의 특징 살펴보기
소금쟁이, 게아재비, 장구애비, 물방개 등의 곤충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친구와 함께 곤충 알아맞히기 놀이하기
짝과 함께 곤충의 특징이나 생김새를 말하며 곤충 이름을 알아맞히는 놀이를 해 보자.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다양하게 만들기
내가 만들고 싶은 곤충을 클레이를 이용해 특징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봅시다.
곤충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기
내가 만든 곤충에 나만의 애칭 붙여주기
활동하며 어려웠던 점 이야기하기
곤충모형을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고 친구의 곤충 모형을 보며 잘 된 점을 이야기해보자.

3~4차시

변신 덜덜이 나가신다
지난 시간에 만든 곤충모형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클레이로 만든 곤충모형이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이야기해보자.
덜덜이를 친구와 협력하여 만들기
친구와 서로 도와 장난감의 몸통을 만들어 보자.
장난감 몸통을 균형을 맞춰 만들기
클립 3개를 연결하여 균형을 잡아 몸통을 만들어 봅시다.
진동모터를 몸통에 단단히 붙이고 균형에 맞게 만들어 졌는지 확인하기
몸통 윗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진동모터를 붙인 후 바닥에 놓고 균형을 확인해 보자.
진동모터와 동전전지를 연결하여 움직임 확인해보기
진동모터에 동전전지를 연결했을 때 장난감이 움직이는 방향을 확인해 봅니다.
곤충모형을 모터의 작동에 방해되지 않게 고정합니다.
장난감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움직여야 앞으로 전진하므로 장난감의 뒷부분에 폼폼이를 끼워 장난감을 약간 앞으로 쏠
리게 합니다.
덜덜이로 경주하기
친구와 경주 방법과 규칙을 정해봅시다.
친구와 덜덜이 경주를 하고 느낀 점 나누기
덜덜이 몸통의 균형을 잡기 위해 친구와 협력을 잘 했는지 이야기 해보자.
내 덜덜이가 앞으로 잘 나아갔는지 평가해 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자.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2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에 대해 알아보고 곤충 모형 만들기
초등학교 2학년 / 여름(즐거운생활)
1~2/4차시
1. 곤충과 식물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자세히 관찰하고 생김새와 특징을 살려 곤충모형을 만들어 본다.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찾아 관찰하고 곤충모형을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주제로 다섯 고개 놀이하기
선생님이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도입
(5분)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크기가 작은 동물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습니다.
날 때 ‘앵앵’소리를 냅니다.
주둥이가 뾰족합니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 영양분을 얻습니다.

<정답 : 모기>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생각해보자.

학습활동
(25분)

숲이나 들에 사는 곤충 찾아보기
교과서의 삽화를 보면서 직접 보았거나 키워 본 적이 있는 곤충을 찾아 표시해 보자.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곤충을 찾아서 표시해 보자.
물에 사는 곤충 찾아보기
여름에 물가나 물속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은 무엇이 있을까?
숲이나 들에 사는 곤충의 특징 살펴보기
무당벌레, 방아벌레, 노린재, 반딧불이, 대벌레 등의 곤충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물에 사는 곤충의 특징 살펴보기
소금쟁이, 게아재비, 장구애비, 물방개 등의 곤충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자연생태박물관이나 곤충박물관을 이용하여 직접 관찰하는 것이 좋으나 학교마다 여
건이 다르므로 학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곤충도감이나 백과사전, 곤충 관련 누
리집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 차시는 곤충을 ‘자세히 살펴보기’가 주된 활동이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지난 시간에 알아 본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 확인하기
지난 시간에 알아 본 곤충의 이름, 생김새, 특징 등을 이야기해보기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다양하게 만들기
내가 만들고 싶은 곤충을 정해 봅시다.
클레이를 이용하여 곤충의 생김새와 특징을 살려 다양한 방
법으로 만들어 봅시다.
곤충을 자세히 관찰하고 생김새와 그 특징이 잘 드러나
도록 만들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내가 만든 곤충에 나만의 애칭을 붙여 봅시다.
곤충 모형을 여러 가지 만들어 다음 차시에서 덜덜이 경
주를 할 때 곤충을 바꿔가면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
(10분)

내 작품과 실제 곤충을 비교해보기
곤충모형을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고 친구의 곤충 모형을 보며 잘 된 점을
이야기해보자.

지도상
유의점

•곤충의 이름과 특징, 생김새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찰이 주된 활동이므로 학생들에게 사
진 또는 실물을 통해 충분히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학생활동지 1,
신문지 또는 찰흙판,
클레이
학생활동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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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여름에 찾은 보물들(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 알아보기)

➊ 숲이나 들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은 무엇이 있을까요?
곤충의 이름
무당벌레
나비

생김새나 특징
붉은 바탕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무늬가 화려하고 색이 여러 종류입니다.

노린재

손톱만하고 초록색이나 어두운 갈색입니다.

대벌레

몸길이가 길고 가늘고 긴 다리가 6개 있습니다. 녹색입니다.

매미
장수풍뎅이

날개가 있고 우는 소리가 큽니다.
머리 쪽에 뿔 모양이 있고 몸 전체가 검은색입니다.

➋ 물에 사는 곤충은 무엇이 있을까요?
곤충의 이름
소금쟁이
물방개

생김새나 특징
물에 떠 있습니다.
뒷다리에 털이 많습니다.

게아재비

다리가 길고 깁니다.

장구애비

다리가 길고 깁니다.

물자라
물땅땅이

몸 색깔이 갈색이고 납작합니다.
등 쪽이 둥글고 매끈하게 생기고 갈색입니다.

학생활동지 2

곤충 모형 만들기

➊ 만들어 보고 싶은 곤충은 무엇인가요?

➋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그림으로 그려보고, 나만의 애칭을 지어봅시다.

애칭 :				

애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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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변신 덜덜이 나가신다
초등학교 2학년 / 여름(즐거운생활)
3~4/4차시
1. 곤충과 식물
친구와 장난감을 함께 만들어 보며 탐구의 즐거움을 느낀다.
덜덜이 장난감을 만들어 규칙을 지키며 즐겁게 경주를 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5분)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지난 시간에 만든 곤충모형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클레이로 만든 곤충모형이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이야기해보자.
덜덜이 몸통을 만들어 균형잡기
친구와 서로 도와가며 클립 3개를 연결하여 균형을 잡아 몸통을 만들어 봅시다.

진동모터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몸통에 단단히 붙입니다.

대형클립 7cm 3개,
양면테이프, 진동모터,
폼폼이 지름 4cm,
덜덜이가 균형에 맞게 만들어 졌는지 확인하기

학습 활동
(30분)

덜덜이를 세워보고 앞, 뒤,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침이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덜덜이를 동전전지와 연결했을 때 움직이는 방향 확인하기
덜덜이 몸통에 곤충 모형을 붙이고 덜덜이가 움직이는 방향을 살펴 봅시다.
곤충모형을 붙일 때는 모터의 작동에 방해되지 않게 고정하도록 한다.
- 덜덜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립 뒤쪽에 폼폼이를 끼운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덜덜이를 움직여 봅시다.

 덜이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야 진동이 일어날 때 앞으로
덜
움직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학생들이 찾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0kb2a_fLWg)
덜덜이로 경주하기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친구와 방법을 정해봅시다.

마무리
(5분)

친구와 덜덜이 경주 소감 나누기
덜덜이 몸통의 균형을 잡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친구와 경주를 하며 느꼈던 점을 말해 봅시다.

지도상
유의점

•덜덜이가 앞으로 가게 하려면 충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학생 스스로 몸통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을 때 전진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 주도록 합니다.

학생활동지3

학생활동지 3

나만의 변신 덜덜이 만들기

➊ 변신 덜덜이 만드는 순서를 알아봅시다.
순서

내용

1

클레이로 곤충 모형을 만들기

2

클립 3개를 준비하여 몸통을 만들기

3

진동모터를 몸통 위에 올려 붙이기

4

곤충 모형을 몸통에 고정하기

5

동전 전지를 연결하여 움직여보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조절하기

➋ 변신 덜덜이가 앞으로 잘 전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통을 세웠을 때 한쪽으로 기우뚱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쏠려야 전진하므로
폼폼이를 이용하여 앞으로 살짝 기울여 줍니다.

➌ 친구와 덜덜이 경주를 하고 그 결과를 적어봅시다.(내가 이기면 ○, 비기면 △, 지면 ×표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생김새나 특징

세 번째

(예)김호암

○

△

×

➍ 친구와 경주를 하고 난 소감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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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수업 참고 동영상
변신 덜덜이 만드는 장면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0kb2a_fLWg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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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05

STEAM 과목 요소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원하는 식재료를 선택하여 물질을 혼합할 수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두부데이

두부에 어울리는 식재료를 고르고 맛을
디자인 할 수 있다.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미적 표현을 할 수 있다.

관련 교과
초등학교 4학년
과학/혼합물의 분리
미술/솔직한 마음 속

주제 및 제작 의도
오늘날, 상업적으로 만들어 진 기념일(○○데이)에
상업적 목적이 있는 기념일에 아이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이런 기념일에 주고받는 초콜
릿이나 막대과자 같은 식품들은 성장에 도움이 되
는 영양소를 갖춘 제품도 아니다. 따라서 친구에
게 선물했을 때 영양적으로도 우수하고, 소중한
친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두부를
직접 만들어 본다. 또 제작 과정 동안 정성과
노력을 담아 친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우정을
느끼며 행복을 나눌 수 있다.

학습 목표

아이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학교에 오면 기념일에
필요로 하는 제품을 사와 서로 주고 받으며 친구들로부
터 얼마나 많은 양을 받았는지를 우정의 기준으로 단
순화 시킨다. 또 만들어진 제품을 사서 나눠 갖는 일
회성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런 기념일에 주고받는 초콜릿이나 막대과자 같은 식
품들은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갖춘
제품도 아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선물했을 때 영양적

내용목표
●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의 예를 찾고 혼합물
분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거름

장치를 꾸며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과정목표
● 친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 물질적인

선물이 아닌 고마움을 표현하는 정성
담은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

으로도 우수하고, 직접 만들면서 친구에 대한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두부를 직접 만들어
본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게 돈으로 물건을 사
고 주는 행위가 아니라 제작 과정 동안 정성과 노력
을 담아 친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완
성된 두부 위에 다양한 식재료(찐 검은콩, 녹차가루,
견과류 가루 등)를 사용하여 기존 미술 재료의 한계성
을 벗어난 체험을 할 수 있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3

Step
감성적 체험

교육 과정
수업 단계

과학

● 두부를
●내

만들기 위한 혼합물의 분리방법 생각하기

마음을 표현하면서 받는 친구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식재료 고안해보기

● 선택한

식재료를 두부와 혼합한 후 맛과 색깔 예상하기

● 식재료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고안해보기

● 친구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 디자인 구상하기

● 선택한

식재료를 넣은 두부의 예상한 맛과 실제 맛을 비교해보고 발표하기

● 완성한

두부에 대한 친구들의 평가 들어보고 나의 평가 발표하기

단원

단원 학습 목표

혼합물의 분리

•혼합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혼합물 분리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은 대부분 둘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라는 것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하고, 다양한 방법
으로 여러 가지 혼합물을 분리하도록 한다.

1~3차시

미술

연번

우리가 기념하는 ○○데이는 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친구에 대한
우정을 표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매체는 무엇이 있을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미적 아름다움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

과목

평가 계획

● 오늘날

솔직한 마음 속

•표정과 몸짓 표현을 통해 희노애락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표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으면서
소통의 계기를 갖기를 의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정에
따라 색과 형태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고, 나아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작품을 감상하고 설명을 들을 때에는 표현
된 감정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상생활에서 혼합물의 분리
일
방법을 생각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
 질의 성질을 생각하며 액체
물
물질이 고체 물질로 변화되는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질에 어울리는 식재료를
선택하고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재료를 활용하여 마음을 전달
식
하는 미적 표현을 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방법

1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알 수 있는가?

지필 평가

2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

관찰 평가

3

•식재료를 활용하여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미적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관찰 평가

4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가?

관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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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과학(혼합물의 분리)
●미술(솔직한 마음 속)

1 차시

고마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두부데이 준비하기!
내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 떠올리기
평소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마인드맵을 통해 떠올려봅시다.
 늘날 타인에게 고마움·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념일은 무엇이 있을까? 친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오
건강한 식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리 생각해보기
두부를 만드는 동영상을 보고 여기에 포함된 과학적 원리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두부에 첨가하면 좋은 혼합물 선택하고 맛과 색 예상하기
두부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어떤 원리로 두부는 만들어질까?
 구의 건강도 생각하고 선호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고려한다면, 친구를 위한 두부에 첨가하기 좋은 식재료로는
친
무엇이 있을까?
선택한 식재료를 넣었을 때 혼합물 두부의 색과 맛은 어떠할까?
완성된 두부에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맛·색깔·모양 구상하기
 이크나 떡 위에 장식을 하듯 음식으로 표현한 다양한 푸드 데코(food deco)를 보고 난 후 우리가 만든 두부 위
케
에 미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식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선택된 식재료로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지 미리 디자인을 구상해 스케치 해 봅시다.
자신이 계획한 두부에 첨가할 식재료와 디자인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의견 들어보기
내가 두부에 첨가하려는 식재료와 구상한 디자인을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해 봅시다.

2~3 차시

내 마음을 담아, 친구만을 위한 두부 만들기!
콩물이 두부로 변하는 과정 떠올려보기
끓인 콩물을 혼합물 분리 방법을 여러 번 거쳐 두부가 되는 과정을 떠올려 봅시다.
두부 만들기
두부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여 내가 선택한 식재료를 첨가하여 만들어 봅시다.
 부를 만들면서 혼합물이 분리되는 과정(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을 활용한 분리,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두
이용한 분리)을 관찰해 봅시다.
간수와 만나 콩물이 두부가 되는 과정 관찰하기
액체였던 콩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고체 두부로 바뀌어 가는지 관찰해 봅시다.
내가 구상했던 두부의 색깔, 모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완성된 두부 위에 구상한 디자인을 식재료로 표현하기
친구에 대한 내 마음을 식재료로 표현해 봅시다.
완성된 두부를 친구에게 전달하고 함께 먹어보기
완성된 두부를 먹어 보며 처음에 예상했던 맛과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 봅시다.
친구에게 완성된 두부를 전달하고 평가를 받아본 뒤 발표해 봅시다.
직접 두부를 만들고 난 후 느낀 점을 발표해 봅시다.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고마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두부데이 준비하기!
초등학교 4학 과학, 미술
1/3차시
혼합물의 분리, 솔직한 마음 속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이용되는 예를 들 수 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고,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식재료로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념일 알아보기
오늘날 다양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념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마움을 표
현할 수 있는 기념일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념일에 주고받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도입
(5분)

학생활동지 1
초콜릿

빼빼로

사탕

내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 떠올리기
평소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마인드맵을 통해 떠올려봅시다.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 두부를 선물하는 두부데이
친구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인 두부는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좋을
지 생각해봅시다.
두부에 첨가하면 좋은 식재료 구상하기
친구가 선호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두부에 첨가하기 좋은 식재료로는 무엇이 있
는지 알아봅시다.
내가 선택한 식재료를 넣은 후 완성된 두부의 맛과 색을 예상해 봅시다.
아이들이 친구의 기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활동
(25분)

두부를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두부를 만드는 동영상을 보고 그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콩은 어떤 종류의 콩일까요?
- 콩물을 헝겊에 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간수를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간수를 넣고 끓인 콩물을 헝겊에 다시 한 번 거르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 비지는 어느 과정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완성된 두부에 고마움을 표현할 디자인 구성하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푸드 데코(food deco)의 예를 봅시다.
두부 위에 미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식재료를 생각해봅시다.
- 음식에 장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케이크나 떡 위에 장식으로 올리는 식재료는 무엇입니까?
- 내 마음을 표현할 효과적인 디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무리
(10분)

친구들의 의견 들어보기
내가 두부에 첨가하려는 식재료와 구상한 디자인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해 봅시다.

지도상
유의점

•두부에 첨가하는 식재료는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에 장난을
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Youtube 동영상
(https://www.youtube
.com/
watch?v=P5pDm
Jmo1L8&feature=
youtu.be)

학생활동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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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고마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두부데이 준비하기

➊ 마인드맵을 그리며 평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➋ 두부에 첨가하면 좋은 건강한 식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식재료
녹차가루

계피(시나몬)

생김새나 특징
차를 자주 마실 경우 혈관의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녹차 추출물은 항산화 작용이 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며 사지마비 등에 효과적이다.

호두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여 기억력을 좋게 해주며 성인병 예방에 좋다. 또 무기질과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매일 먹게 되면 피부가 고와지고 노화방지 효과도 뛰어나다.

아몬드

비타민 E를 공급하는 최상의 식재료 중 하나이며 강력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여 노화예방에
도움을 준다.

➌ 내가 선택한 식재료를 혼합하여 완성한 두부의 색과 맛을 예상해 봅시다.
선택한 재료

색

녹차가루

연두색일 것이다. 녹차의 양을 많이 넣으면 더
진해져서 초록 두부가 완성될 것이다.

맛
녹차의 떫은 맛이 날 것 같다.

학생활동지 2

고마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두부데이 준비하기

➊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순서

과정

1

냄비에 갈아 놓은 콩물을 붓고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물을 조금 붓고 약한 불에 한 번 더 끓입니다.

2

체와 헝겊을 사용하여 끓인 콩물을 거릅니다.

3

걸러 낸 콩물에 간수를 넣고 약한 불로 가열하면서 천천히 젓습니다.

4

두부 틀에 헝겊을 깔고 그 위에 덩어리가 생긴 콩물을 붓습니다.

5

두부 틀에 헝겊을 덮고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습니다.

6

물이 빠지면 두부를 꺼냅니다.

➋ 두부 위에 장식할 식재료와 디자인을 구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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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수업 참고 동영상
두부 만드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P5pDmJmo1L8&feature=youtu.be

다양한 푸드 데코 사진들

https://www.youtube.com/watch?v=KQqwKKtORFc

2~3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내 마음을 담아, 친구만을 위한 두부 만들기!
초등학교 4학년 / 과학, 미술
2-3/3차시
혼합물의 분리, 솔직한 마음 속
물질의 성질을 생각하며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알고 실생활에서 분리할 수 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친구에 대한 마음을 식재료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5분)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콩물이 두부로 변하는 과정 떠올려보기
끓인 콩물이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여러 번 거쳐 두부가 되는 과정을 떠올려 봅시다.
간수와 만나 콩물이 두부가 되어가는 과정 관찰하기
액체 상태였던 콩물이 간수와 만나 어떻게 두부가 되는지 관찰하기
콩물이
끓어오르면 1.5L 콩물 양을 기준으로 간수를 한 숟가락 넣어준다. 이 때 국

자로 천천히 저어주어 엉긴 콩물이 풀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만의 두부 만들기

콩물,
콩물이 끓어오름

학습 활동
(60분)

간수를 넣은 상태

살살 저어줌

헝겊,

간수를 넣어 덩어리가 된 두부에 내가 선택한 식재료를 첨가하여 봅시다.

두부 체,

식재료를 첨가한 후 잘 저어가며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찰해 본다.

간수,
첨가할 식재료,

완성된 두부 위에 식재료로 장식하기

장식할 식재료,
간장,
학생활동지3

계피가루 첨가

녹차가루 첨가

만들어진 두부

전 시간에 구상했던 디자인을 바탕으로 식재료를 사용하여 내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재료 선택

내 마음 표현하기

완성된 두부를 친구에게 전달하고 함께 먹어보기

마무리
(15분)
지도상
유의점

완성된 두부를 먹어 보며 처음에 구상했던 두부와 일치하는지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학생활동지 3

직접 두부를 만들고 난 후 느낀 점을 발표해 봅시다. 또 두부를 선물 받고 난 후 고마운
마음을 친구에게 표현해 봅시다.
•간수를 넣고 콩물을 끓일 때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갑자기 끓어올라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
므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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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3

내 마음을 담아, 친구만을 위한 두부 만들기!

➊ 액체였던 콩물이 두부로 변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해 봅시다.
과정

관찰 내용

삶기 전과 삶은 후의 콩

콩이 불어나 있고 딱딱했던 콩이 말랑해진다.

믹서로 간 후 헝겊에 거른
콩물

건더기가 없이 완전한 액체이다. 색은 뿌옇고 막걸리 색과 비슷하다.

간수를 넣고 끓인 후의 콩물

간수와 만나 몽글몽글 엉킨 덩어리들이 둥둥 떠 있다.

내가 선택한 식재료를 넣은
콩물

녹차 우린 물과 비슷한 색이 나온다.
녹차 가루를 더 넣을수록 색이 진해진다.

고체가 된 두부

만졌을 때 부드러우나 액체처럼 담는 그릇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➋ 내가 만들기 전 예상한 색·맛과 실제 완성된 두부를 비교하여 봅시다.
만들기 전 (예상)
녹차 우린 색

완성한 후
떫은 맛

연두빛을 띄나 진하지 않음.

간수 맛 때문에
녹차 맛이 강하지 않았음.

➌ 만든 두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평가내용
1

두부에 첨가된 식재료는 친구가 좋아하면서 건강에 좋은 식재료 입니까?

2

두부에 첨가하고자 하는 식재료는 두부의 맛과 어울립니까?

3

두부 위에 장식한 식재료는 표현하기에 효과적인 식재료 입니까?

4

내가 구상한 디자인과 완성된 두부에 표현한 장식이 일치합니까?

잘함

보통

못함

참고자료 3

수업 참고 사진
완성된 작품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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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06

STEAM 과목 요소

빛의 반사의 성질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SW로 만든
감성공학 장치

빛을 멀리 보내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빛과 색깔을 이용해 대화가 가능한
감성공학장치를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생각해 낼 수 있다.

관련 교과
초등학교 5~6학년
전기회로/과학
실과/소프트웨어
미술/표현

주제 및 제작 의도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스트레스
가 많은 학생들은 대화보다는 경쟁에 매몰되기 싶다.

빛은 우리 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눈을 통해 빛을 인식하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본 프로그램은 빛으로 색깔을 만들어 내고 이
색깔로 친구와 대화를 해 보는 스팀 프로그램
이다. 대화는 서먹했던 친구를 가깝게 해주는 중
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대화하게 할 수
있을까?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우관계이다. 교
우관계의 핵심은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대화는 여러 방

학습 목표
내용목표
● 빛의

반사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것을 감성적
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빛을

멀리 보내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전기가

흐르는 조건을 이해하고 LED 전구를
켤 수 있다.

● 블록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LED를 이용하
여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과정목표
● 색깔을

이용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 친구와

함께 색깔 표현을 통해 대화를 할 수

있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획일적인 대화 방법이 아닌
빛의 다리를 만들고 SW를 이용하여 친구와 대화를 해
봄으로서 서로간의 이해를 높여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3

Step
감성적 체험

교육 과정
수업 단계

연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우관계이다. 교우관계의 핵심은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대화는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획일적인 대화 방법이
아닌 빛의 다리를 만들고 SW를 이용하여 친구와 대화를 해 봄으로서 서로간의
이해를 높여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빛의

반사의 원리와 3색 LED, 물, 튜브를 이용해 색깔을 보내는 다리를 만듭

니다.
● 자신의

마음에 따라 보내고 싶은 색깔을 정합니다.

● 한명

씩 번갈아 가면서 색깔신호를 보내는 SW를 스크래치를 이용해 만듭니다.

● 옆의

친구와 함께 색깔을 이용해 대화해 봅니다.

● 빛과

색깔을 이용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해 본다.

●빛과

색깔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 해 보기

●●●
과목

단원

단원 학습 목표

과학

빛의 반사와
직진

•물체와 평면거울에 비친 모습을 비교하여
거울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평면거울,
빛의 반사, 그림자, 빛의 직진, 그림자
크기, 거울의 쓰임새를 안다.

실과

소프트웨어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
한다.

미술

생활 속의
디자인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1~2차시

평가 계획

● 학교생활에서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빛의 반사, 직진의 성질을 이해 할 수 있다.
빛의 혼합을 통해 색깔을 만들어 낼 수 있음
을 안다.
빛을 혼합하여 색깔을 만들고 보내는 장
치를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색깔을 만들 수 있다.

●●●
평가 기준

방법

1

•빛의 반사, 직진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가?

수행평가

2

•감성공학 장치에서 물, 색모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가?

수행평가

3

•자신의 감정을 색깔을 잘 표현 할 수 있는가?

관찰 평가

4

•친구와 함께 서로 자신이 만든 장치로 대화 할 수 있는가?

관찰 평가

5

•친구와 협력하여 감성공학 장치를 잘 만들었는가?

관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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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과학(6학년 빛)
●실과(6학년 실과 소프트웨어)
●미술(6학년 미술 표현활동)

1차시

빛과 색깔을 보내는 감성공학 장치 만들기
빛의 축제를 보고 느낌 발표하기
빛 축제 영상을 보고 빛이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지 발표해 보자.
(https://youtu.be/eJ7tzih5kdI)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자신의 마음을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본 경험을 말해 본다.
준비물 이용해 빛을 보내는 감성공학 장치 만드는 순서 알아 보기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순서를 정리한다.
만드는 순서를 정리하고 준비물을 이용해 감성공학장치를 만든다.
물을 넣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빛의 전파 알아보기
물을 넣으면 LED 빛은 어떻게 되는가?
물은 LED 빛을 보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색모래를 이용해 빛의 반사 효과 만들기
물속에 색모래를 넣고 관찰해 보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감성 공학 장치에 적용된 빛의 성질 알아보기
물속에 색모래를 넣고 관찰해 보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빛의 성질을 이용해 감성공학 장치를 만든 소감 알아보기
물이나 색모래가 감성공학장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 보자.

2~3차시

감성공학 장치 프로그래밍하고 친구와 대화 나누어 보기
서로 서먹한 친구와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발표해 보자.
서로 서먹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발표해 보자.
친구 사이에 대화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습문제 알기
어색한 사이의 친구와 대화를 도와주는 장치가 있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
색깔 만들어 내는 방법 알기
동영상을 보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색깔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실습을 해보자.
색깔과 감정 연결해 보기
자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 보자.
자신의 감정을 친구에게 표현해 보자.
자신의 감정을 친구에게 표현하고, 친구의 감정에 따라 적절하게 감정을 전해 보자.
말이 아닌 색깔로 감정을 표현해 본 경험 말해 보기
 구와 색깔을 이용해 대화해 본 경험을 말해보고, 감성공학 장치가 서먹서먹해진 친구를 대화하게 하는데 도움
친
이 되는지 말해 본다.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감성공학 장치 만들기
초등학교 4학년 / 과학
1/4차시
전기회로/과학
빛의 반사, 직진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빛의 반사, 직진의 원리를 이용해 색깔을 만들어 내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빛의 축제를 보고 느낌 발표하기

도입
(5분)

빛 축제 영상을 보고 빛이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지 발표해 보자.
(https://youtu.be/eJ7tzih5kdI)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자신의 마음을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본 경험을 말해 본다.
준비물을 확인하고 빛을 보내는 감성공학 장치 만드는 순서 알아 보기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순서를 정리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jeML6skSxVA)
만드는 순서를 정리하고 준비물을 이용해 감성공학장치 만들기
2명이 한팀이 되어 감성공학장치를 만들도록 한다.
장치를 만들 때 2인 1조가 할 수 있도록 한다. 동전건전지를 연결하고 물을 넣을 때
는 도와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글루건,

학습활동
(25분)

야광봉만들기세트,
3V 동전건전지
3색 LED 넣을 때는 물을 묻혀
넣으면 잘 들어간다.

물을 넣지 않았을때

물을 넣었을때

학생활동지 1

물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빛의 전파 알아보기
물을 넣으면 LED 빛은 어떻게 되는가?
물은 LED 빛을 보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색모래를 이용해 빛의 반사 효과 만들기
물속에 색모래를 넣고 관찰해 보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감성공학 장치에 적용된 빛의 성질 정리 해보기
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
색모래는 어떤 역할을 할까?

마무리
(10분)
지도상
유의점

빛의 성질을 이용해 감성공학 장치를 만든 소감 알아보기
물이나 색모래가 감성공학장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 보자.
•글루건을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에 대한 사항을 미리 주지시킨다. 또 두사람의 협력이 매우 중
요하므로 사전에 안내하도록 한다.

62 / 63

학생활동지 1

감성공학 장치 만들기

➊ 감성공학 장치를 만드는 순서를 정리해 보자.
순서

내용

1

한쪽 끝에 삼색 LED를 투명 호수에 넣는다. 넣을 때는 LED 에 물을 묻혀 잘 들어가게 한다.

2

LED를 넣은 후에 글루건으로 투명호수의 틈을 막는다.

3

글루건이 굳으면 반대쪽 끝에서 물을 넣는다.

4

물을 넣은 후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다른 한쪽 투명호수도 또 한 개의 3색 LED 로 막는다.

5

LED를 동전 건전지를 이용하여 테스트 해본다.

6

아두이노에 3색 LED를 연결한다.

➋ 동전 건전지를 연결해 물을 넣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관찰하고 차이점을 말해 보자.
구분
물을 안 넣은 경우
물을 넣은 경우

관찰 내용

빛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빛이 멀리 갑니다.

➌ 색모래를 넣은 경우와 넣지 않은 경우를 관찰하고 차이점을 말해 보자.
구분
물을 안 넣은 경우
물을 넣은 경우

관찰 내용

빛이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 반사가 되어 아름답습니다.

➍ 감성공학 장치에 적용된 빛의 성질을 정리해 보자
내용

적용된 빛의 성질

물

빛을 멀리 가게 한다.

색 모래

빛이 반사 되게 한다.

2~3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감성공학 장치 프로그래밍하고 친구와 대화 나누기
초등학교 4학년 / 과학
2-4차시
실과/소프트웨어, 미술/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학습 목표

감성공학 장치를 이용해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서로 서먹한 친구와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발표해 보자.

도입
(5분)

서로 서먹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발표해 보자.
친구 사이에 대화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도토리가루, 돌

학습문제 알기
어색한 사이의 친구와 대화를 도와주는 장치가 있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
색깔과 감정 연결해 보기
자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 보고, 발표 해 보자.
소프트웨어로 색깔 만들어 내는 방법 알기
동영상을 이용해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색깔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실습을 해보자.

아두이노,

학습 활동
(25분)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jeML6skSxVA#t=303)

학장헤더,
브레드 보드

색깔을 만들어내는 원리 이해하기
동전건전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색깔은 몇가지 인가요?

학습활동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색깔은 몇가지 인가요?
소프트웨어가 많은 색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색깔을 만들어내는 가산의 원리를 이해시키지 말고 색깔을 섞으면 다른 색이 만들
어 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색깔을 섞을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색깔을 보내는 SW를 만들고 친구에게 평소에 표현해보고 싶었던 감정을 표현해 보자.
2인 1조로 친구에게 평소에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을 표현해 보자.
친구의 표현에 맞는 자신의 감정도 표현해 보자.
친구가 보낸 색깔과 자신이 이해한 것 비교해 보기
자신이 보낸 감정 표현을 친구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알아보자.

마무리
(10분)
지도상
유의점

말이 아닌 색깔로 감정을 표현해 본 경험 말해 보기
 구와 색깔을 이용해 대화해 본 경험을 말해보고, 감성공학 장치가 서먹해진 친구와
친
대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말해 본다.

학생활동지 2

•소프트웨어로 색깔을 만들어 내는 원리에 대해 이해시키기 보다는 체험위주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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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2

감성공학 장치 프로그래밍하고 친구와 대화 나누어 보기

➊ 동전건전지로 몇가지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나요?
한 번에 1가지 색만 만들 수 있습니다.

➋ 소프트웨어로는 몇가지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나요?
모든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➌ 소프트웨어가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는 전기적으로 세기를 다르게 할 수 있게 때문이다.

➍ 색깔과 그때의 자신의 감정을 적어 보자.
색깔

감정

빨강

마음이 흥분 된 상태일 때

파랑

마음이 우울할 때

➎ 감정에 어울리는 색깔을 표현해 보자
감정

색깔 표현

위로

분홍색을 만들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칭찬

노란색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마움

살구색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1

수업참고자료
가산의 원리로 색깔 만들기
색깔을 만드는 방법은 가산의 원리와 감산의 원리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색깔을 더해서
빛을 만드는 방법이 가산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화면이 가산의 원리
에 의해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빛에는 많은
색이 섞여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이러한 흰색 빛은 빨강, 녹색, 파랑의 세 가
지 색이 섞여 있는데 이를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색을 Red(빨강), Green(녹색), Blue(파랑)의 앞글자를 따서 흔히 RGB라고 부
릅니다. 그리고 RGB의 밝기를 적절히 혼합하여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강과 초록을 일정 비율로 더하면 노랑 색이 만들어 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빨강, 녹색, 파랑
색을 더하는 방식에 따라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빨강
Red

자홍

노랑

Yellow

Magenta

흰색

White

초록

Green

청록
Cyan

파랑
Blue

색을 전달하는 감성장치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jeML6skSx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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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아두이노에 감성공학 장치 연결하기
아두이노에 연결하기

스크래치 코드 블록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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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07

STEAM 과목 요소

빛과 그림자의 특징 이해
 플러그드 프로그래밍을 통한 프로그래밍의
언
즐거움과 필요성 이해, 그림자를 이용한 작품 설계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

그림자를 이용한 작품 제작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관련 교과
초등학교 1학년
과목 : 통합(여름), 국어

주제 및 제작 의도
빛으로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빛과 그림자
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족의 행복을 위한
선물을 제작하며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2015년은 UN이 정한 빛의 해(Light of Year)이다.
빛은 모든 자연현상의 시작이고 과학 발달의 정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저개발국에서는 빛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저소득층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이 되기도 한다.

학습 목표

이에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추어 빛과 그림자를 활

내용목표
● 빛과

용한 놀이를 통해 빛에 대한 과학적인 호기심과 관심

그림자의 특징을 이해한다.

● 형광안료의
● 그림을

특징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보고 내용을 파악한다.

과정목표
● 그림자놀이를

통해 의사소통능력 및 프로그래
밍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 형광안료로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 그림을

이용하여 주제에 맞는 표현을 한다.

을 키우고, 이를 실생활에 연결하여 엄마의 생일 선물
이라는 가족의 행복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해 볼 수 있
도록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빛과 그림자놀이에 대한 관심
을 갖고 가족의 행복을 위한 선물을 제작하며 융합적
인 사고력을 키우기를 기대해 본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3

Step
감성적 체험

●●●

수업 단계

과목

통합(여름)

● 빛과

연극에 활용된 과학의 원리를 알아보자.

그림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빛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 짝

2

Step
창의적 설계

교육 과정

● 그림자

활동을 통해 그림자로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 계획
및 표현하기

● 내가

원하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짝이 해야 할 행동 명령 계획 및 점검하기

● 모둠활동을
● 내

행동명령에 따라 나타난 그림자를 보며 성공 경험하기

● 엄마를

단원

통해 종이로 햇빛을 차단한 그림 제작 계획하기

위하여 빛으로 그리는 그림을 제작하면서 행복한 가족 체험하기

단원 학습 목표

여름이 왔어요

•여름 날씨와 생활의 관계를 알아보고 건
강하게 여름을 보낸다.

그림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명령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그림자로 작품 만들기
햇빛을 이용하여 모둠원과 함께 빛으로
그리는 그림 그리기
빛과 그림자의 특징 이해
언
 플러그드 프로그래밍을 통한 프로그
래밍의 즐거움과 필요성 이해, 그림자
를 이용한 작품 제작
그림자를 이용한 작품 제작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느낌이 솔솔

•글과 그림을 관련지으며 그림책을 읽어봅
시다.

빛으로 그린 그림을 보고 그림의 내용
을 이해한다.
주제에 맞는 그림자 그림 그리기,
주제에 맞는 빛 그림 그리기

1~4차시

국어

평가 계획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빛과 그림자의 특징을 이해하는가?

관찰평가

2

•빛과 그림자 및 형광 안료의 특징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가?

관찰평가

3

•빛과 그림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제에 맞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가?

수행 평가

4

•그림자놀이를 통하여 행동명령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의 필요성을 이해하는가?

관찰평가

5

•그림자놀이 및 빛으로 그리는 그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관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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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통합(여름, 1. 여름이 왔어요)
●국어(느낌이 솔솔)

1~2차시

그림자 놀이
 명박물관에서 본 그림자 연극을 보고 그림자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가오는 엄마의 생일에 이
조
를 이용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림자밟기 놀이하기
직사광선에 유의한다. 그림자가 잘 생길 수 있는 맑은 날 운동장이나 학교주변에서 실시한다.
그림자 밟기 놀이를 통한 빛과 그림자의 특성 파악하기
행동명령을 통해 그림자로 표현해보자.
행동명령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그림자의 모양을 짝이 나타내게 하여보기
언플러그드 프로그래밍 중 하나인 Marching order를 이용하여 짝에게 순서대로 행동명령을 내려 원하는 그

림자의 모양을 나타내게 한다.
행동명령을 통해 모둠 친구들이 그림자로 작품 만들고 시연하기
그림자 작품을 시연하고 성공 경험을 해보자.

3~4 차시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
빛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햇빛으로 그리는 그림 시범보이기
빛으로 그리는 그림으로 엄마의 생일 선물을 계획해보자.
빛으로 그리는 그림의 특징 파악
빛으로 그리는 그림 그리기
1단계 : 모둠과 함께 그림 스케치하기
2단계 : 자신이 맡은 부분을 그린 후, 오리기
3단계 : 그린 그림을 OHP 필름에 배치해 보고, 풀이나 테이프로 고정하기
4단계 : 최
 종 작품을 캔버스에 올려서 햇빛에 노출 시킨 후,
암막 상자 내부에서 작품 결과 확인하기
빛으로 그린 그림 시연하고 성공 경험을 해보자.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2차시

그림자 놀이

초등학교 1학년 / 통합(여름)
과목
1-2/4차시
수업 차시
여름이 왔어요
단원
•여름 날씨와 생활의 관계를 알아보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낸다.
교육 과정
학습 목표	짝과 함께 빛과 그림자의 특성 및 행동명령을 이용하여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5분)

교수·학습 활동

스
 팀이는 지난 주말 조명박물관에서 그림자 연극을 보고 햇빛을 비추면 나타나는 그
림자의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었다. 스팀이는 엄마의 생일을 맞아 그림자를 이용한 선
물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 스팀이의 친구가 되어 멋진 선물을 같이 만들어 보자.

준비물
동기유발 자료(그림자
연극 동영상, ppt)
1분 이내

그림자밟기 놀이하기
- 술래를 정하여 그림자밟기 놀이를 하면서 그림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직사광선에 유의한다. 그림자가 잘 생길 수 있는 맑은 날 운동장이나 학교주변에

서 실시한다.
그림자밟기 놀이를 통한 빛과 그림자의 특성 파악하기
- 아침과 밤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고 커진다.

학습 활동
(60분)

- 낮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진다.
- 주로 맑은 날에 그림자가 잘 보인다.
- 밤에도 조명이 있을 경우 그림자가 보인다.

-운
 동장 또는 공터,
그림자가 잘 생기는
맑은 날

행동명령을 통해 그림자로 표현해보자.
행동명령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그림자의 모양을 짝이 나타내게 하여보기
언플러그드 프로그래밍 중 하나인 Marching order를 이용하여 짝에게 순서대로 행

동명령을 내려 원하는 그림자의 모양을 나타내게 한다.
-왼
 손을 위로 올리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오른손은 옆으로 펴고 손가
락을 쫙 펴세요. 등

마무리
(15분)

그림자 작품을 시연하고 성공 경험을 해보자.
행동명령을 통해 모둠 친구들이 그림자로 작품 만들고 시연하기
- 그림자 작품 만들기를 통하여 느낀 점 및 알게 된 점 이야기 나누기

지도상
유의점

•맑은 날 운동장에서 실시한다. 직사광선에 유의하며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
의한다. 언플러그드 프로그래밍을 완벽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적절히 적용하면서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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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행동명령을 통해 그림자 그림 그리기

상황제시

스팀이는 지난 주말 조명박물관에서 그림자 연극을 보고 햇빛을 비추면 나타나는 그림자의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었다. 스팀이는 엄마의 생일을 맞아 그림자를 이용한 선물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 스팀이의 친구
가 되어 멋진 선물을 같이 만들어 보자.

참고자료 1

행동명령을 통한 그림자 그림 그리기
➊언
 플러그드 프로그래밍 : 미국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컴퓨터 없이도 컴퓨터의 기본

원리 및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단체인 CS 언플러그드 (http://csunplugged.org/)에서 만
든 교육 자료
➋M
 arching orders : 미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없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CS

UNPLUGGED(Computer Science without a Computer)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Marching
orders 는 컴퓨터에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할 때 특정한 행동명령을 순서대로 명확히 내리
는 것을 짝과 함께 활동하며 해보고 어려움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교육 활동 중 하나
이다.(http://csunpluged.org 참조)
➌그
 중 Marching Orders-Programming Languages는 일정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간단한

행동 명령을 하는 것에도 순서가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언플러그드 프로그래밍 기
법이다.
● 활동 방법:
- 둘씩 짝을 지어 학생 한 명이 프로그래머, 다른 한 명은 로봇이 된다.
- 프로그래머가 명령을 내리면 로봇은 그대로 몸을 움직인다.
- 이 때, 명령은 한 번에 하나씩만 내릴 수 있다.

예: ‘ㄱ’ 자 만들기 - 해를 옆으로 두고 서기 → 허리를 직각으로 구부리기 → 손은 허리
옆으로 붙이기 → ‘ㄱ’ 자 완성
- 역할을 바꿔서 해본다.
- 행동명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예:

해를 옆으로 두고 서기

허리를 직각으로 구부리기

손은 허리 옆으로 붙이기

3~4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
초등학교 1학년 / 통합(여름), 국어
3-4/4차시
여름이 왔어요/ 느낌이 솔솔
•여름 날씨와 생활의 관계를 알아보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낸다.
•글과 그림을 관련지으며 그림책을 읽는다.

학습 목표

학습 과정

모둠원과 함께 빛과 그림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햇빛으로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빛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자놀이를 통해 알게 된 빛과 그림자의 성질 이야기하기

도입
(5분)

햇빛으로 그리는 그림 시범보이기
1단계 : 축
 광스티커를 붙인 폼보드(또는 캔버스) 위에 물체를 올리고 햇빛에 10
초 동안 놓아둔다.

암막 상자 또는 암막 커튼이
드리워진 교실, 한 쪽 면에
축광스티커를 붙인 캔버스
(A4, 또는 폼보드)

2단계 : 폼보드(또는 캔버스)를 암막커튼이 드리워진 어두운 교실에서 보여준다.
3단계 : 햇빛으로 그리는 그림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으로 엄마의 생일 선물을 계획해보자.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의 특징 파악
- 그림을 그려서 가려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기
- 가려두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기

학습 활동
(60분)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 그리기
1단계 : 모둠과 함께 그림 스케치하기
2단계 : 자신이 맡은 부분을 그린 후, 오리기

암막 상자 또는 암막 커튼이
드리워진 교실
조별: 한 쪽 면에 축광스티커
를 붙인 캔버스(A4, 또는 폼
보드), 스케치용 두꺼운 종이,
OHP 필름 1매, 가위, 풀, 꾸
밀 재료 등

3단계 : 그
 린 그림을 OHP 필름에 배치해 보고, OHP필름 위에 풀이나 테이프로
고정하기
4단계 : 최
 종 작품을 캔버스에 올려서 햇빛에 노출 시킨 후, 암막 상자 내부에
서 작품 결과 확인하기

마무리
(15분)

지도상
유의점

빛으로 그린 행복한 그림 시연하고 성공 경험해보자
빛으로 그린 그림 시연을 통하여 느낀 점 및 알게 된 점 이야기 나누기

•암막 커튼으로 최대한 가린 교실에서 실시하면 결과가 좋다. 암막 커튼이 없다면 암막
상자를 이용하여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류가 생기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
며 작품 만들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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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2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 학생 학습지

빛과 그림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을 구상하여 봅시다.
● 제목
엄마와 아빠의 결혼식, 동물들도 축하하는 엄마 생일, 생일 밥상

● 재료 및 준비물
두꺼운 도화지, 펀치, 레이스 등

● 그림 설명
엄마가 오기 전에 동물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장면
내가 차려준 엄마 생일 밥상에 곰돌이가 먼저 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 작품 제작 소감
빛으로 그림을 그리다니 생각지도 못했다. 스팀이의 엄마가 좋아하면 좋겠다.
그림자로 이런 신기한 것을 할 수 있다니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참고자료 2

햇빛으로 그리는 그림 시범 보이기

•준비물: 축광 스티커, 캔버스
(또는 폼보드), 암막 상자(또는
암실) 등

•햇빛에 노출

•암막 상자 내부에서 그림 보기

참고자료 3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 제작 순서

•준비물: 축광 스티커, ➊ 설계도를 그린다.
캔버스(또는 폼보드),
OHP 필름, 풀, 테이프,
펀치, 꾸밀 재료, 암막
상자(또는 암실) 등

➋O
 HP 필름 위에 스케 ➌ 축광스티커를 붙인 ➍암
 막 상자 내부에서
치한 그림을 잘라서
그림을 관찰한다.
캔버스 위에 선물을
풀로 붙인다.
붙이고 햇볕에 노출
시킨다.

참고자료 4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 참고 작품

•엄마에게 차려드리는 생일 상

•엄마와 아빠의 행복한 결혼식

•깜짝 생일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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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08

STEAM 과목 요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싹 틔우기,
식물의 자람, 식물의 한살이 관찰하기

똑똑한 식물 CARE
스마트 앱 만들기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이해하기
m-BizMaker 프로그램으로 식물 CARE 앱
제작하기
다양한 클립아트를 이용하여 앱 배경 및
개체 제작하기
식물의 자람(잎, 줄기, 꽃, 열매) 정도를
측정하기

관련 교과
초등학교 4학년
과목 : 과학(식물의 한살이)
/ 미술(사진과 컴퓨터)

주제 및 제작 의도
식물 CARE 스마트 앱 제작을 통해 식물을
기르고 관찰하면서 가족과 친구과 함께 식물의
소중함을 알고 가꾸는 태도를 가진다.

학습 목표
내용목표
● 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을 이해하고, 식물
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워 식물을 기르며
관찰할 수 있다.

●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서 알고리즘을 이해한다.

● m-BizMaker의

기초 인터페이스 및 기초
프로그래밍을 이해하여 스마트폰과 연동되
는 식물 CARE 앱을 제작할 수 있다.

과정목표
● 씨의

싹트기, 식물의 자람, 식물의 한살이 과정
을 관찰할 수 있는 스마트 앱을 제작하는 과정
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 자신의

아이디어로 구상한 내용을 직접 제작해
보는 창의적 설계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키
울 수 있다.

● 식물

CARE 스마트 앱을 가족과 친구에게 전달
하며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가
고 있다. 특히 집, 학교, 교실 등에서 많은 식물들이 자
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간혹 집이나 교실에서 기르던
식물을 관리하지 못해 잘 자라지 못하거나 시들어 버리
기도 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식물 CARE 스마트 앱
제작을 통해 식물을 기르고 관찰하면서 식물의 소중함
을 알고 가꾸는 태도를 지니면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식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식물의 특성을 이
해하고,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자람 과정을 잘
관찰하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게 구성하였다.
스마트폰과 m-BizMaker 프로그램을 연동시켜 우
리집에서 키우는 식물 CARE 앱과 식물의 한살이 과
정을 관찰 기록하기 위한 나만의 관찰일지 앱 제작 활
동을 통하여 창의적 설계 과정을 경험해 본다. 그리고
직접 만든 앱을 실행시켜 체험해보면서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가족과 친구에게 식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감
성적 체험을 할 수 있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3

Step
감성적 체험

교육 과정

●●●

수업 단계

과목

단원

● 매번

물 주는 시기를 깜빡하여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고 시들게 만드는 스팀
이네 가족들이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스팀이가 직접 기록하는 관찰일지보다 더 효과적인
관찰일지 작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 스마트폰과

m-BizMaker 프로그램을 연동시켜 우리집 식물 CARE 앱 제작하기

● 스마트폰과

m-BizMaker 프로그램을 연동시켜 나만의 관찰일지 앱 제작하기

● 제작한
● 식물

식물 CARE 스마트 앱을 테스트마켓에 배포하여 성공의 경험 체험하기

CARE 스마트 앱을 실행시켜 보면서 자신의 앱을 발표하고 상호 평가하기

단원 학습 목표

과학

식물의 한살이

•식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식물을 기르며 관찰할 수 있다.

미술

사진과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
을 알고,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할 수
있는 식물 CARE 스마트 앱을 제작
할 수 있다.
식물 CARE 스마트 앱
을 제작하면서 다양한 클립아트를
이용하여 앱 배경 및 개체를 창의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1~4차시

평가 계획
연번

●●●
평가 기준

방법

1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고, 식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워 관찰할 수 있
는가?

관찰평가

2

•스마트폰과 m-BizMaker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 CARE 앱을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 및 산출물 평가

3

•상상한 내용을 창의적 설계 과정을 통해 반영하면서 창의성과 예술적 표현 능력을 키우
는가?

관찰평가 및 상호평가

4

•실제 제작된 식물 CARE 앱을 실행해보는 감성적 체험 활동을 통해 행복감 및 성취감을
느끼는가?

관찰평가 및 상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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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과학(식물의 한살이)
●미술(사진과 컴퓨터)

1~2차시

우리집 식물 CARE 알림이 앱 만들기
스팀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스
 팀이네 아파트 베란다에는 다양한 식물이 화분에서 자라고 있다. 하지만 가족 모두 화분을 관리하는데 관심이
없고, 매번 물 주는 시기를 놓쳐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고 시들어버리기 일쑤이다. 가족 모두가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점을 관리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기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의 종류에 따라 물을 주는 주기 조사하기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의 종류에 따라서 물을 주는 주기는 어떻게 다른지 인터넷이나 식물도감을 통해 조사하기
우리집 식물 관리 CARE 앱에 필요한 메뉴 생각해보기
우리집에 있는 식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앱에는 어떤 메뉴들이 있어야 할까?
동영상을 보며 스마트폰과 m-BizMaker 연결 방법 탐색하기
m-BizMaker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아보고, 스마트폰과 서로 연동되도록 연결해보자
초등학생들이 m-BizMak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스마트 앱 탐색하기
초등학생들이 m-BizMak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스마트 앱을 탐색하면서 기본 사용법을 익혀보기
우리집 식물 CARE 알리미 앱 제작하기
우리집에서 기르고 있는 식물들을 앱에 저장하여 물을 주는 주기를 알려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기
m-BizMaker 디자인 패키지를 생성하고 테스트 마켓에 배포하기
친구들이 제작한 앱을 직접 실행시켜보고 체험하기
제작된 앱을 직접 체험하고 상호평가하기

3~4 차시

나만의 관찰일지 앱 만들기
스팀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식물 관찰일지를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스
 팀이네 반에서는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위해 화분에 강낭콩씨, 옥수수씨 등을 심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는 실험관찰에 있는 관찰일지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그 식물의 한살이를 기록하라고 하셨다. 스마트폰을 잘 다
루는 스팀이는 직접 기록하는 관찰일지보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식물의 한살이를 잘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찾아보기
식물의 한살이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식물의 한살이 관찰일지 앱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 알아보기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면서 관찰일지 앱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보기
나만의 관찰일지 앱에 필요한 메뉴 생각해보기
나만의 식물을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관찰일지 앱에는 어떤 메뉴들이 있어야 할까?
앱 스토어에서 기존의 관찰일지 앱을 탐색해보기
앱 스토어에서 관찰일지와 관련된 앱을 탐색해보고 나만의 앱에서는 어떤 메뉴들을 포함시킬지 정하기
나만의 식물의 한살이 관찰일지 앱 제작하기
내가 화분에 심은 식물의 특성에 맞게 한살이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하여 앱 프로그래밍하기
m-BizMaker 디자인 패키지를 생성하고 테스트 마켓에 배포하기
친구들이 제작한 앱을 직접 실행시켜보고 체험하기
제작된 앱을 직접 체험하고 상호평가하기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2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우리집 식물 CARE 알림이 앱 만들기
초등학교 4학년 / 과학, 미술
1-2/4차시
식물의 한살이, 미술과 생활하기(사진과 컴퓨터)
•식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식물을 기르며 관찰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실내에서 키우는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m-BizMaker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 CARE 알리미 앱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탐구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5분)

스
 팀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
해보기
스
 팀이네 아파트 베란다에는 다양한 원예식물의 화분이 많다. 하지만 가족 모두 화
분을 관리하는데 관심이 없고, 매번 물 주는 시기를 잊어버려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
고 시들어버리기 일쑤이다. 가족 모두가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점을 관리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기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학습 문제 제시 :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식물 CARE 스마트 앱을 만들
어 보자.

학습 활동
(65분)

실내에서 키우는 원예식물들의 종류에 따라 물을 주는 주기 조사하기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의 종류에 따라서 물을 주는 주기는 어떻게 다른지 인터넷이
나 식물도감을 통해 조사하기
우리집 식물 관리 CARE 앱에 필요한 메뉴 생각해보기
우리집에 있는 원예식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앱에는 어떤 메뉴들이 있어야 할까?
동영상을 보며 스마트폰과 m-BizMaker 연결 방법 탐색하기
m-BizMaker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아보고, 스마트폰과 서로 연동되도록 연결해보자
m-BizMak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식물 키우기 스마트 앱 탐색하기
m-BizMak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스마트 앱을 탐색하면서 기본 사용법을
익혀보기
우리집 식물 CARE 알리미 앱 제작하기
우리집에서 기르고 있는 식물들을 앱에 저장하여 물을 주는 주기를 알려줄 수 있도
록 프로그래밍하기
우리집이나 교실에 있는 대표적인 식물들의 이름과 물을 주는 주기를 인터넷이나

식물도감을 통해 알아낼 수 있도록 한다. 교육용 m-BizMaker 프로그램을 미리 pc
에 설치하여 제작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한다.
인터넷에 있는 식물 사진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안내하

고, 되도록 식물 사진을 직접 촬영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마무리
(10분)

m-BizMaker 디자인 패키지를 생성하고 테스트 마켓에 배포하기
- 자신이 만든 앱을 테스트마켓에 배포하여 실제로 작동되는지 앱 실행시켜보기
친구들이 제작한 앱을 직접 실행시켜보고 체험하기
- 목적에 맞게 제작된 앱을 골라 보고, 잘 한 친구 칭찬해주기
제작된 앱을 직접 체험하고 상호평가하기

지도상
유의점

•실제 m-BizMaker 프로젝트를 처음 수행하는 단계이므로, 교사가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
및 자료 소스를 일부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생각해보고,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도
록 한다.

준비물

인터넷, 식물도감

https://www.
youtube.com/
watch?feature=
player_embedded&v
=vaoi3D8UBkQ

초록이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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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기

상황제시

스팀이네 반에서는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위해 화분에 강낭콩씨, 옥수수씨 등을 심었다. 그리고 선생님
께서는 실험관찰에 있는 관찰일지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그 식물의 한살이를 기록하라고 하셨다. 스마트
폰을 잘 활용하는 스팀이는 직접 기록하는 관찰일지보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스팀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➊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생각하여 봅시다.
적당한 양의 물
양분

참고자료 1

교실에서 식물을 잘 가꾸는 방법
물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자생지의 환경을 알아 두면 편리하다. 즉 열대식물인지 온대식물
인지 양지식물인지 음지식물인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지 내건성 식물인지 어떤 토양에서 잘
자라는지 등을 살펴본다.
자라는데 햇빛이 많이 필요한 양지식물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기 때문에 햇빛의 양이나
강도에 따라 물주는 주기가 차이난다. 햇빛이 강하면 식물이 소비하는 양보다 자연 증발량이
많기 때문이다.
반양지 식물은 아침, 저녁 약한 햇빛은 쐬어 주되 한낮의 강한 햇빛은 피하도록 한다. 싱고
니움 같은 반음지 식물은 강한 직사광은 피하고 간접광이 밝은 곳에 두면 된다. 햇빛 외에도
온도, 식물크기, 화분크기, 습도, 화분흙 배합 등에 따라 화분이 마르는 속도에 차이가 나므로
화분 위 흙의 마른 정도를 체크한 후 물을 준다.
출처: 초등3~4학년군 과학과 보완교재 ‘지도서에 나오지 않는 과학이야기(4학년)’ 42쪽

학생활동지 2

m-BizMaker를 활용한 식물 CARE 앱 제작하기

➊ 우리집에 있는 원예식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앱에는 어떤 메뉴들이 필요할지 적어 봅시다.
● 식물을 위한 다양한 알람
자꾸 잊어버리는 물주기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두어 해당시간에 알람 울리기
또한 비료주기, 약제살포 등 각종 식물 알람도 설정할 수 있고, 직접 등록한 식물 알람을 설정하기

● 식물 포토 일기
씨앗을 심고 자라나는 모습 사진 찍기
식물의 너비와 키를 다이어리에 기록하면서 그래프로 확인해보기

● 공유하기
시들어가는 식물이 있으면 해당일기를 블로그나 카페에 공유하여 물어보기
또한 식물 일기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로 친구에게 자랑하기

● 주변꽃집 찾기
내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꽃집 찾기

참고자료 2

초록이 매니저 앱

식물 관리 목록

관리 알람 설정

식물 관찰 기록

식물 자람 그래프

출처: 네이버 앱스토어(http://nstore.naver.com/appstore/web/detail.nhn?productNo=1794279&s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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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나만의 관찰일지 앱 만들기
초등학교 4학년 / 과학, 미술
3-4/4차시
식물의 한살이, 미술과 생활하기(사진과 컴퓨터)
•식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식물을 기르며 관찰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나만의 식물을 직접 키워보면서 한살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m-BizMaker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 관찰일지 앱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탐구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스
 팀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식물 관찰일지를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도입
(5분)

스
 팀이네 반에서는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위해 화분에 강낭콩씨, 옥수수씨
등을 심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실험관찰에 있는 관찰일지나 다른 방법을 활
용하여 그 식물의 한살이를 기록하라고 하셨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스팀이
는 직접 기록하는 관찰일지보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식물의 한살이를 잘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찾아보기
식
 물의 한살이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학습 문제 제시 :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며 기록할 수 있는 관찰일지 앱을 만들어 보자.
식물의 한살이 관찰일지 앱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 알아보기
식
 물의 한살이를 관찰하면서 관찰일지 앱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보기
나만의 관찰일지 앱에 필요한 메뉴 생각해보기
나
 만의 식물을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관찰일지 앱에는 어떤 메뉴들이 있어야 할까?
앱 스토어에서 기존의 관찰일지 앱을 탐색해보기
앱
 스토어에서 관찰일지와 관련된 앱을 탐색해보고 나만의 앱에서는 어떤 메뉴
들을 포함시킬지 정하기

학습 활동
(65분)

나만의 식물의 한살이 관찰일지 앱 제작하기
내
 가 화분에 심은 식물의 특성에 맞게 한살이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하여 앱 프로그래밍하기
강낭콩, 옥수수 등의 씨앗을 심어 한살이 과정을 스마트 기기로 기록할 수

있도록 메뉴화한다. 식물 이름, 관찰 날짜, 관찰 날씨, 관찰 사진, 관찰 내용
등의 메뉴가 포함되도록 한다.
1~2차시에 만든 식물 CARE 앱의 메뉴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학생 수준에 맞는 메뉴를 구성하도록 안내
한다.

마무리
(10분)

m-BizMaker 디자인 패키지를 생성하고 테스트 마켓에 배포하기
- 자신이 만든 관찰일지 앱을 테스트마켓에 배포하여 실제로 작동되는지 앱 실행
시켜보기
친구들이 제작한 앱을 직접 실행시켜보고 체험하기
- 목적에 맞게 제작된 앱을 골라 보고, 잘 한 친구 칭찬해주기
제작된 앱을 직접 체험하고 상호평가하기

지도상
유의점

•앱 스토어에 있는 기존 앱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가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 및 자료 소스를 일부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물의 한살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생각해보고,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여 제
작할 수 있도록 한다.

강낭콩 키움이

학생활동지 3

식물관찰일지

상황제시

스팀이네 반에서는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위해 화분에 강낭콩씨, 옥수수씨 등을 심었다. 그리고 선생님
께서는 실험관찰에 있는 관찰일지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그 식물의 한살이를 기록하라고 하셨다. 스마트
폰을 잘 활용하는 스팀이는 직접 기록하는 관찰일지보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면서 기록할 수 있을까?

➊ 식물의 한살이 과정에 대한 관찰일지를 기록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생각하여 봅시다.
관찰 목적을 분명히 하여 관찰 대상을 정하기
관찰 기간과 관찰 장면을 정하기
관찰 기록의 형식을 정하기

참고자료 3

교실에서 관찰하기 좋은 한살이 식물
씨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는데, 교실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는 식물보다 1년을 주기로 자라는 한해살이풀을 관
찰하는 것이 좋다.
콩은 특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뿌리혹박테리아와 공생관계로 흙 속의 질소를 끌
여당겨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질소화합물을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따로
줄 필요가 없다. 강낭콩은 콩과 식물 중에서 한살이 관찰을 위해 교실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식물이다. 씨를 불리고 3~4일 후면 부풀고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며, 씨를 흙에 심은 후 7일
쯤 지나면 싹이 트고 10일쯤 후면 본잎이 나온다. 25일쯤 지나면 여러 장의 본 잎이 달리고 키
도 30cm이상 자란다. 50일쯤 지나면 꼬투리가 달리고 65일쯤이 지나면 콩이 익어간다. 강낭
콩과 함께 교실에서 관찰하기 좋은 대표직인 식물로 봉숭아가 있다.
출처: 초등3~4학년군 과학과 보완교재 ‘지도서에 나오지 않는 과학이야기(4학년)’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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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4

m-BizMaker를 활용한 관찰일지 앱 제작하기

➊식
 물의 한살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나만의 관찰일지 앱에는 어떤 메뉴들이 필요할지 적어
봅시다.
1. 식물 이름: 관찰할 식물의 이름을 입력한다.
2. 관찰 장소: 어디에서 관찰했는지에 대한 장소를 입력한다.
3. 관찰 날짜: 관찰한 날짜를 입력한다.
4. 관찰 날씨: 관찰한 날의 날씨, 기온 등을 입력한다.
5. 관찰 사진: 관찰하는 식물의 특징을 위주로 사진을 입력한다.
6. 느낀 점: 관찰하면서 보고 들은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작성하고,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중심으로 느낀 점을 작성한다.

참고자료 2

강낭콩 키움이 앱

관찰 대상 입력

관찰 기간 설정

SNS 공유

출처: 구글 플레이(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smart.education.greenbeans)

강낭콩 한살이 요약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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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09

STEAM 과목 요소

 의 성질을 알고 거울과 상의 관계 및 거울에
빛
비친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기

공감형성
거울효과로
소중한 친구만들기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캐리커쳐 설계 및 제작하기
다양한 클립아트를 이용하여 엔트리 배경 및
스프라이트 제작하기 및 친구의 모습을 살펴보고
얼굴의 특징을 강조하여 우정 엽서 그리기
감성 빛미디어 아트를 만들 때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알고 선, 형, 색 등 다양한
조형 요소를 이용하여 구상할 수 있다.

관련 교과
초등학교 6학년
과목 : 과학(거울)
/ 미술(캐리커쳐로 그린 내친구, 알쏭
달쏭 내마음)

주제 및 제작 의도
거울반사실험을 통해 공감형성 거울효과를
이해하고 친구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한다.

학교에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모든 것이
낯설다.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선생님, 그리
고 낯선 친구들이 부담으로 느껴지게 된다. 본 프로그
램은 학생들이 공감형성 거울효과를 통해 친구의 말

학습 목표
내용목표
●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 엔트리의

기초 인터페이스 및 기초 프로그래
밍을 이해하여 친구의 모습을 살펴보고 얼굴
의 특징을 캐리커쳐로 그릴 수 있다.

투, 표정 등의 비슷한 점을 찾아볼 때 심리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서로간에 호감을 느껴 학교생활을 보다
신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친구와 친근한 감정을 갖기 위해 어떤 지식
이 필요할까? 과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과학을
비롯한 과목지식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빛과 거울의 성질을 이용하여 친구의 얼굴을 캐리

과정목표
● 빛의

직진, 반사, 굴절 현상 등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장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
성을 알게 한다.

● 상상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는 창의적
설계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예술적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감성

빛미디어 아트를 친구에게 전달하며 행복
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커쳐로 그려 보는 SW를 만들어 보고 친구와 공통점을
찾는 거울효과를 경험해 본다. 또한 친구의 고민을
해결하는 감성 빛미디어 아트를 구상 제작해 보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 및 소중한 친구를 만드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3

Step
감성적 체험

교육 과정

●●●

수업 단계

과목

단원

● 3월초가

되면 낯선 환경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스팀이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낯선

환경에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 스팀이에게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과학적 전략은 없을까?

●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친구의 모습을 캐리커쳐로 그리기

● 모둠별로

한 물체를 여러 개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미디어아트를 고안하고

만들기
●	거울

반사장치를 통해 성공의 경험 체험하기

●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우정편지를 쓰며 친구들과 놀이하기

●	거울

반사장치 및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성 빛미디어 아트를 발표하고
상호 평가하기

단원 학습 목표

과학

거울

•거 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고
거울로 물체의 모습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거울반사장치로 친구와 즐겁게
실험을 하며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
고 여러 개 모습을 구상할 수 있다.

미술

교실의 새로운
발견

•친구의 모습을 살펴보고 얼굴의 특징을
강조하여 캐리커처를 그릴 수 있다.

캐리커쳐를 그리는 활동
을 통해 친구와 공통점을 찾는 즐거
운 체험을 해보고, 행복한 학교생활
을 하도록 한다.

1~4차시

평가 계획
연번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수학

직육면체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알 수 있다.

감성 빛미디어 아트를
만들 때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알
고 선, 형, 색 등 다양한 조형 요소
를 이용하여 구상할 수 있다.

실과

생활과 정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
평가 기준

방법

1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말할 수 있는가?

지필 평가

2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거울 반사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 및 산출물 평가

3

•상상한 내용을 창의적 설계 과정에 반영하며 창의성과 예술적 표현 능력을 키우는가?

관찰평가 및 상호평가

4

•실제 미러효과에 대한 감성적 체험 활동을 통해 행복감 및 성취감을 느끼는가?

관찰평가 및 상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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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과학(거울)
●미술(교실의 새로운 발견/캐리커쳐로 그린 내 친구)
●실과 (생활과 정보)
●수학(직육면체)

1~2차시

공감형성 거울 반사장치 만들기
빛과 거울의 성질을 이용하여 쉽게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찾기
매
 년 3월초가 되면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는 스팀이에게 친구를 손쉽게 사귈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 생각 해 보고, 타인에게 동질감 및 공감을 느꼈던 생활 속 경험 떠 올리기
엔트리로 거울 반사장치 만들기
거울 반사장치로 친구 모습 캐리커쳐 그리기
엔트리로 제작된 다양한 프로젝트 보여 주기
거울반사효과를 생각하며 친구와 ‘우정’ 편지를 만들어 볼까요?
거울 반사장치에 캐리커쳐 그리기
엔트리 홈페이지에 공유된 엔트리 프로젝트를 탐색해보며 기본 사용법을 익혀보기
실제 엔트리 프로젝트를 처음 수행하는 단계이므로, 교사가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

이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둠별로 거울 반사장치 놀이를 통해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친구의 모습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

보게 한다.
거울 반사장치를 이용한 캐리커쳐 상호 평가하기

3~4 차시

친구의 고민을 돕는 행복 빛미디어 아트 만들기
빛과 거울의 성질을 이용하여 미디어 작품 만든 내용 찾아보기
6
 학년이 되니 주변 친구들의 생각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늘어납니다.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친구
의 고민해결을 위한 감성 빛미디어 아트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라이트 테라피 알아보기
엔트리로 친구와 함께 감성 빛미디어 아트를 표현하기
2 인 1조 모둠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편성하고, 창의적인 설계가 되도록 엔트리를 활용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거울을 이용하여 친구와 함께 우정 빛미디어 아트를 만들기
친구에게 행복한 마음과 우정이 담긴 ‘우정’ 빛미디어 아트를 주고 받기
미디어아트를 보며 장단점 평가해 보기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2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빛의 성질을 이용한 거울 반사장치로 친구 캐리커쳐 그리기
초등학교 6학년 / 과학, 미술
1-2/4차시
거울, 교실의 새로운 발견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여 거울의 성질을 이해한다.
•친구 얼굴의 특징을 강조하여 캐리커쳐를 그릴 수 있다.

학습 목표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고 거울반사 놀이를 할 수 있다.
•빛의 직진과 반사의 성질을 이용한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캐리커쳐로 친구를 그릴 수 있다.
•탐구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5분)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빛과 거울의 성질을 이용하여 쉽게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찾기
매
 년 3월초가 되면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는 스팀이에게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거울 뉴런 동영상을 통해 거울(Mirroring) 효과에 관심 갖기
타인에게 동질감 및 공감을 느꼈던 생활 속 경험 떠 올리기
•학습 문제 제시 : 빛과 거울의 성질을 이용한 거울반사장치를 만들어 물체의 모습을 관찰해
보자.

EBS클립뱅크(마음 속의
거울, 공감능력 ~3:50
까지)
미러링 효과 동영상

거울에 비추었을 때 글자가 바르게 보이도록 이름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빛이 거울과 만났을 때 반사되게 하려면 엔트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자의 방향을 생각하며 거울에 비친 글자 모습 관찰하기
엔트리로 거울 반사장치 만들기

학습 활동
(65분)

엔트리로 제작된 다양한 프로젝트 보여 주기
엔트리 홈페이지를 탐색해보며 기본 사용법을 익혀보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울반사장치를 만들어보자
<조건1> 마우스를 이용하여 연필을 누르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거울 반사가 된다.
<조건2> 지우개를 누르면 작품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조건3> 거울 반사의 원리를 적용하기 쉽다.
거울 반사장치를 이용하여 친구 캐리커쳐 그리기
친구 얼굴을 자세히 살펴서 3~4가지 정도의 특징을 찾는다. 친구의 특징적인 면

을 가지고 놀리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모둠별로 거울 반사장치를 통해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친구의 모

습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보며 이야기 나눔을 통해 우정을 쌓게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공책

거울에 비친 엔트리

거울 반사장치에 친구 캐리커쳐 그리기

마무리
(10분)

지도상
유의점

캐리커쳐를 보고 그려진 친구 찾기
- 친구 작품에서 누구를 그린 것인지 맞춰보고, 그 친구라고 생각한 이유를 말해 본다.
친구들이 그린 그림 감상 및 소감 발표하기
-친구의 특징을 잘 잡아 표현한 친구 칭찬해주기
거울 반사장치를 이용한 캐리커쳐 작품 전시 및 상호평가하기
•친구의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놀리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실제 엔트리 프로그램을 처음 수행하는 단계이므로, 교사가 완성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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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거울효과

상황제시

매년 3월초가 되면 반이 바뀌고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낯선 환경에 스
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팀이를 위해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하품은
왜 주변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일까요? 오래 사귄 연인들은 왜 서로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일까? 생활 속 경
험을 떠올려 봅시다.

➊ 영화나 책 속 주인공 또는 친구에게 동질감을 느꼈던 생활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울거나 슬퍼하면 나도 슬퍼 눈물이 났다. 또한 옆에서 누군가가 웃으면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참고자료 1
상대를 공감하는 능력,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거울(Mirroring)효과
‘거울 뉴런(Mirror neuron)’은 다른 사람의 행동, 정서, 감정 등을 거울처럼 따라한다고 해
서 붙여졌다. ‘타인의 행동을 비춰 주는’ 거울 뉴런은 단순한 행동의 모방뿐만 아니라, 감정의
공감과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도 관여하며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철학적 명제를 밝혀낸
다. 즉, ‘특정 동작을 보기만 하여도 그것을 실행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신경회로가 작동한다’
는 말로 요약된다. 이는 또한 사회적 생활의 기반으로서의 타자에 대한 생각과 느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공감(empathy)의 가능성, 모방, 의사소통,
언어, 더 나아가 자폐증과 신경치료 등에 적용될 생물학적 지렛대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인지, 언어, 문
화, 예술 능력 등을 꼽는다. 그렇다면 이 모든 독특함들은 어떻게 생겨나고 진화했을까? 거울
뉴런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인간의 독특성에 대한 진화 스토리이기도 하다. 타 개체의 행위
이해 능력과 관련된 거울 뉴런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문명의 폭발과 문화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거울 뉴런과 모방의 진화, 그리고 밈(meme)의 탄생
과 같은 주제를 함께 엮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거울 뉴런은 인간의 사회성과 도덕성에 관심
이 있는 신경과학자와, 사회성과 도덕성의 과학적 이해를 궁금해하는 인문학자들을 가장 자연
스럽게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뇌과학 경계를 넘다, 신경인문학 연구회, 홍성욱, 장대익, 2012. 11. 5, 바다출판사

참고자료 2
엔트리 거울 반사장치 프로그램를 만들어 친구 모습 캐리커쳐 표현하기

http://goo.gl/aeP0Lk

① 엔트리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만들기 메뉴를 클릭한다.

②
버튼을 클릭하여 연필, 대칭축
오브젝트를 추가한다. 대칭축 오브젝트 옆에 있는
연필을 클릭하여 x, y 값을 0으로 수정한다.

③ ‘오브젝트 추가하기- 새로그리기’를 클릭하여 거울
모양을 만든다. 거울의 위치를 정하여 클릭하여 옮
긴다.

④그
 림처럼 블록을 조립하여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연
필 오브젝트가 마우스를 따라다닐 수 있도록 한다.

⑤ 시작하기를 눌러서 연필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지
확인한다. 이제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림을 그
리도록 블록을 조립한다.

⑥연
 필의 복제본의 모양을 숨기지만 연필이 그림을 그
릴 때 거울에 그려지도록 xy좌표 값을 (마우스의 x
좌표, 마우스의 -y좌표)로 설정한다. 시작하기를 클
릭하여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거울에는 어떻게 그
려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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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친구를 위한 감성 빛 미디어아트 만들기
초등학교 4학년 / 과학, 미술
3-4/4차시
거울, 알쏭달쏭 내 마음
•거울로 물체의 모습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마음속에 남은 기억을 느낌을 강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거울로 물체의 모습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빛의 직진과 반사의 성질을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디어아트로 표현할 수 있다.
•탐구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라이트테라피 동영상을 통해 빛에 관심 갖기

도입
(5분)

고
 학년이 되니 주변 친구들의 생각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늘어납니다.
친구의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는 감성 빛 미디어 아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친구의 고민을 들었던 생활 속 경험 떠 올리기
•학습 문제 제시 : 공감형성 거울효과로 미디어 아트를 이용하여 친구의 고민해결에 도움
이 되는 빛을 담아보자.

라이트 테라피

거울에 비친 모습을 여러 개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공
 감형성 거울 효과로 친구의 고민 해결 할 수 있는 빛을 어떻게 모아 보여 줄 수
있을까?
빛을 보았던 생활 속 경험 떠올려보기
백남준 아트 전의 작품들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일까요?
친구의 고민해결에 어울리는 라이트 테라피 선택하기
엔트리로 거울 여러 면 반사장치 만들기
거울의 각도와 빛 반사를 생각하며 빛 반사장치 만들기
빛이 거울을 만났을 때 3면에 반사되게 하려면 엔트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습 활동
(65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울반사장치를 만들어보자
<조건1> 마우스를 이용하여 한 면에 그리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3면에 거울 반사가
된다.
<조건2> 스페이스키를 누르면 작품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조건3> 3면에 보이는 거울 반사의 원리를 살펴보기 쉽다.
거울 반사장치에 친구에게 보내는 우정 편지 구상하기
거울 반사장치를 이용하여 우정편지그리기
우정편지를 구상하고 직관적으로 조작해보는 활동을 통해 감성 빛 미디어

아트의 거울 효과를 경험해보고 구상해보도록 한다.
감성 빛 미디어 아트 구상 및 제작하기
감성 빛 미디어 아트 만들기

마무리
(10분)

지도상
유의점

친구에게 행복 빛 미디어 아트 전달하기
작품 전시 및 상호평가하기
•공감형성 거울 효과 미디어 아트로 친구와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여 학생의 행복
감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친구의 고민을 들었던 생활 경험을 떠올려 보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시간을 갖
도록 한다.
•실제 엔트리 프로젝트를 처음 수행하는 단계이므로, 교사가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 개를 여러개로 활성화하는
엔트리

학생활동지 3

거울효과

상황제시

고학년이 되니 주변 친구들의 생각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늘어납니다.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친구의 고민해결을 위한 감성 빛 미디어 아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공감형성 거울
효과를 이용하되 미디어아트를 좋아하는 친구를 위한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➊ 친구의 고민을 들었던 생활 경험을 떠올려 보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봅시다.
•하니: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 요즘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어서 공부도 잘 되지 않고, 가끔
혼자 있으면 울기도 해. 그래서 요즈음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어. 집에서 바이
올린을 켜며 울적한 마음을 달래곤 해.
•디오니: 나는 이번 시험에서 수학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어. 나도 성적을 올려보고 싶은
데 의지가 약해서 큰일이야. 부모님께 꾸중을 들은 날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게 되니까 살만
찌는 것 같아.
•

참고자료 3

빛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마음을 움직이고 휴식과 치료의 역할을 하는 공간, 빛 테라피에 대해 들어 보았나요? 빛의 색
상별 치료효과를 알아봅시다.
● 빨강: 의욕이 없을 때 효과적인 색으로 자율신경을 자극해 혈액 순환 촉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 파 랑: 마음을 침착하게 만드는 색으로 두통이나 혈압강하에 효과적입니다.
● 노 랑: 운동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색입니다.
● 보 라: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키는 색으로 식욕을 억제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 초 록: 숲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시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 주 황: 인슐린 분비를 증대시켜 당뇨병에 효과적인 색입니다.
● 남 색: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색입니다.
출처 http://ggholic.tistory.com/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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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엔트리 거울 반사장치 프로그램를 만들어 친구 모습 캐리커쳐 표현하기

http://goo.gl/qAfUha
한 공간에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3개 공간에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즉, 3면 반사장치를 만들어보자.

① 그림처럼 블록을 조립하여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연
필 오브젝트가 마우스를 따라다닐 수 있도록 한다.

②마
 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림을 그리고 마우스를 뗐을
때 그리기를 멈추도록 블록을 조립한다.

③ ‘x, y 좌표에서 1사분면부터 4사분면이 있다. 3개의
오브젝트를 더 만들어 (마우스의 x좌표, 마우스의 -y
좌표), (마우스의 -x좌표, 마우스의 y좌표), (마우스
의 -x좌표, 마우스의 -y좌표)를 각각 따라다니며 그
리도록 하려한다. 먼저 만든 오브젝트의 오른쪽 마우
스 클릭을 하여 복제를 선택한다. 2번 더 복제를 하
면 총 4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

④복
 제된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x, y 위치를 마우스x좌
표, 0-마우스y좌표로 변경한다. 다른 복제된 두 개의
오브젝트도 각각 클릭하여 아래 그림처럼 0-마우스
x좌표, 마우스y좌표로, 0-마우스x좌표, 0-마우스y
좌표로 수정한다.
시
 작하기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클릭하여 그림을 그
릴 때 멋진 대칭그림이 그려지는지 확인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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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10
행복이
울려 퍼지는
소리 놀이 세상

STEAM 과목 요소

음색, 음높이(진동) 알기
튜닝 어플, 녹음 어플 사용하기
소리놀이터 만들기
소리놀이터 사용설명서 만들기
소리를 이용한 인형극 공연하기
길이 재기

관련 교과
초등학교 2학년
소리
과목 : 통합(가을), 수학, 국어

주제 및 제작 의도
우리 주변의 다양한 소리를 탐색하고 이를 활용
한 인형극, 놀이 활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소리는 뇌를 구성하는 뉴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뇌는 음악과 소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학습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로 특정 뉴런 다발이 커지
거나 굵어지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습 목표

이런 뉴런 발달 시기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단원에서는 음색과 음높이를 융합하여 교육적

내용목표
● 음색,

음높이에 대해 알 수 있다.

● 다양한

소리를 인형극 공연에 활용한다.

● 음 색과

음높이를 이용하여 소리놀이터를
만들어 본다.

관점에서 해석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
럽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음색, 음높이, 음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 한 후
다양한 기계적 도구를 이용하여 음을 구별한다. 소리

과정목표

를 활용하여 인형극을 공연, 감상하고 놀이터를 만들고

● 여러 소리를 듣고 음색과 음높이에 대한 개념을

즐기는 과정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익힌다.
● 튜닝

어플을 사용하여 소리를 녹음하고 인형
극에 활용한다.

● 우리

주변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소리놀이터를
만든다.

이루어지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3

Step
감성적 체험

교육 과정

●●●

수업 단계

과목

단원

● 우리

생활 속에서 소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점점

사라져가는 놀이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아요!

● 다양한
● 내가

주변 물건들의 음색과 음높이 분류하기

모아온 소리를 연극 공연에 활용하기

● 재활용품을
● 소리를

이용하여 소리 놀이터 만들기(업사이클링)

활용한 인형극 공연하고 감상하기

● 소리

놀이 기구 사용 설명서 만들기

● 소리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소리체험 하기

단원 학습 목표

통합(가을)

1. 가을 맞이

•[2바06-0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2슬06-01] 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 짓는다.
•[2즐06-02]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수학

3. 길이재기

•[2수03-06] 1m가 100cm임을 알고, 길이
를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할 수 있다.

8. 의견이 있어요.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9. 인형극

공연은
재미 있어요.

•[2국05-01]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그림
책, 시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다.

1~4차시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국어

평가 계획
연번

‘소리가 사라진 우리 마을’ 이야기
듣기
음색과 음높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기
우리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소리 찾아보기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기
다양한 소리를 이용하여 인형극
하기

 ‘사라져 가는 놀이터’ 신문 기사
함께 읽기
소리놀이기구 구상하고
제작하기
소리 놀이기구 사용 설명서 만들기
친구들과 소리놀이터에서 소리
놀이 하기

●●●
평가 기준

방법

1

•우리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음색, 음높이를 찾을 수 있는가?

관찰 평가

2

•튜닝 어플과 녹음기의 사용법을 익혀 인형극 공연에 사용할 수 있는가?

수행 평가

3

•소리 놀이 기구를 구상하고 제작할 수 있는가?

수행 평가

4

•소리 놀이 기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 설명서를 만들 수 있는가?

수행 평가

5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소리 놀이 기구 만들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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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통합(가을), 수학, 국어
●통합(1. 가을 맞이), 수학(3. 길이 재기), 국어(8.의견이 있어요.)

1~2차시

와글와글 소리 인형극 공연하기
‘소리가 사라진 우리 마을’ 이야기 듣기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색과 음높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기
음색과 음높이의 의미를 알기 쉽게 연역적으로 제시한다.
우리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소리 찾아보기
녹음 어플을 이용하여 우리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음색, 음높이의 소리 찾기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기
음색, 음높이가 비슷한 것 끼리 분류해보기
인형극 공연에 소리 이용하기
국어(나) 교과서 247쪽 ‘작은 암탉’ 인형극 공연에 사용할 다양한 소리를 찾아 녹음하기
녹음한 소리를 활용하여 ‘작은 암탉’ 인형극 공연하고 감상하기

3~4 차시

우당탕탕 소리 놀이터 만들기
‘사라져 가는 놀이터’ 신문 기사 함께 읽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신문기사를 통해 놀이터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소리놀이기구 구상하고 제작하기(업사이클링)
소리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상하고 재활용품으로 소리놀이기구를 만든다.
소리놀이기구 사용 설명서 만들기
직접 만든 놀이기구 사용 설명서를 만든다.
놀이기구를 넓은 공간에 설치하고 설명서를 부착한다.
친구들과 소리놀이터에서 소리놀이 하기
내가 만든 소리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소리놀이 하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놀이기구에 ‘좋아요’ 스티커 붙이기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2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와글와글 소리 인형극 공연하기
초등학교 2학년 / 통합, 국어
1-2/4차시
1. 행복이 울려 퍼지는 소리 놀이 세상
•[2슬06-01] 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 짓는다.
•[2국05-01]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그림책, 시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다.

학습 목표	소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다양한 소리를 찾은 후 음색과 음높이를 이용하여 인형극 공연을
할 수 있다.

학습 과정
도입
(5분)

교수·학습 활동
‘소리가 사라진 우리 마을’ 이야기 듣기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를 통해 소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한다.

준비물
참고자료1
- ‘소리가 사라진
우리 마을’

음색과 음높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기
음색과 음높이의 의미를 알기 쉽게 연역적으로 제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정확한 정의를 익히도록 지도하기 보다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감각적으로 음색과 음높이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우리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소리 찾아보기

학습 활동
(25분)

녹음 어플을 이용하여 우리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음색, 음높이의 소리 찾기
바람소리, 새소리, 아이들의 목소리, 수돗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등 다
양한 소리를 녹음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녹음기
- 녹음어플
- 메모장
- 붙임종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기
음색, 음높이가 비슷한 것 끼리 분류해보기
튜닝어플을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 보다는 스스로 만든 기준을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인형극 공연에 소리 이용하기
국어(나) 교과서 247쪽 ‘작은 암탉’ 인형극 공연에 사용할 다양한 소리를 찾아 녹음하기

마무리
(50분)

녹음한 소리를 활용하여 ‘작은 암탉’ 인형극 공연하고 감상하기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리 외 연극에 필요한 소리를 두드리기, 튕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만든 후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 국어(나)교과서
- 녹음기
- 스피커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인형극으로 바꾸어 지도할 수 있다.(의좋은 형제, 팥
죽 할머니와 호랑이 등)

지도상
유의점

•녹음기와 녹음어플 사용법을 사전에 미리 지도하여 소리를 녹음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
도록 한다.
•가을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살린 소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낙옆 밟는 소
리,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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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소리가 사라진 우리 마을’ 읽기 자료
“희진아! 지각이야! 어서 일어나야지”
희진이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희진이를 깨워 주던 뻐꾸기 시계가 오
늘아침에는 울지 않아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시계소리가 왜 들리지 않지 이상하다’ 허둥지둥 세수
만 겨우 한 희진이는 학교로 갑니다. 그때였어요! 희진이 앞으로 자동차가 급하게 지나갑니다.
평소라면 빵빵하고 울렸을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휴유”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
린 희진이가 학교로 들어옵니다. 늘 운동장에서 들리던 음악소리도, 돌돌 굴러다니는 축구공 소리
도 들리지 않아요.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도 사라졌어요. 희진이의 마을에서 소리가 사라졌어요!

참고자료 2

녹음 어플 사용법

3~4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우당탕탕 소리 놀이터 만들기
초등학교 2학년 / 통합, 수학, 국어
3-4/4차시
1. 행복이 울려 퍼지는 소리 놀이 세상
•[2즐06-02]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2바06-0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2수03-06] 1m가 100cm임을 알고, 길이를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할 수 있다.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학습 목표

학습 과정

소리놀이터를 구상하여 제작하고 사용방법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소리놀이를 할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사라져 가는 놀이터’ 신문 기사 함께 읽기

도입
(5분)

 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신문기사를 통해 놀이
아
터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참고자료4

어린이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실생활 공간인 놀이터
를 수업 주제로 가져와 흥미를 유발한다.

소리놀이기구 구상하고 제작하기(업사이클링)

활동자료3

소리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상하고 재활용품으로 소리놀이기구를 만든다.
한정된 공간에 설치해야 됨으로 미리 공간 크기를 제시하여 길이를 측정하
여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3-4

학생들이 구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존에 있는 소리놀이터 사례를 제시
하여 단서를 제공한다.

재활용품

소리 놀이기구 사용 설명서 만들기

학습 활동
(55분)

직접 만든 놀이기구 사용 설명서를 만든다.(인포그래픽 활용)
놀이기구를 정해진 공간에 설치하고 설명서를 부착한다.
설명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와 높이
를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하여 설치하되 교사의 자문
을 구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 외 비쥬얼씽킹, 마인드맵, 생각 그물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 설명서를 만들 수 있으
며 각 교실 수준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도한다.

인포그래픽(infographic): 인
포메이션(information)과 그
래픽(Graphic)의 합성어로 다
량의 정보를 차트, 지도, 다이
어그램, 로고, 일러스트레이
션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파
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친구들과 소리놀이터에서 소리놀이 하기

마무리
(20분)

내가 만든 소리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소리놀이 하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놀이 기구에 ‘좋아요’ 스티커 붙이기

- 스티커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스티커를 붙일 때 더 보완하면 좋은점, 가장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 등 의견을 함께 붙이도록 지도 할 수 있다.

지도상
유의점

•놀이기구에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도록 한다.
•소리놀이터에서 놀 때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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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3

소리놀이기구 구상하기

그림 예시

실제 학습지에는 학생이 구상한 그림을 그리도록 빈 공간 제공

[필요한 재료]
다양한 크기의 페트병 10개, 나무젓가락, 끈, 양면 테이프

● 이렇게 만들어요!

①
②
③
④
⑤
⑥

다양한 크기의 페트병을 2-3개씩 붙여요
끈으로 병을 서로 연결해요
철봉에 끈을 매달아요
두드리면 다양한 소리가 나요

참고자료 3

소리놀이 기구 사용법 예시

드럼채로
친구를 때리지
않아요

줄을 서서
순서대로
사용해요.

드럼채를
양손에 잡고
소리판을 두드려
소리를 내요

사용 후
드럼채를 제자리에
돌려놔요.

뚱땅뚱땅 소리드럼

참고자료 4

놀고 싶어도 놀 곳 없는 아이들 ‘놀이터’가 사라진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5-05-04 19:38:45

출처: http://news1.kr/articles/?221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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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

소리놀이 기구 예시 자료

출처; http://www.tapzin.com/?p=6498

출처: 국립과천과학관

출처; http://www.newswire.co.kr/newsRead.
php?no=291563

출처: esmeron.tistory.com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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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11

STEAM 과목 요소

반사의 의미
정보화 기기 활용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 여행

도형을 활용한 유등 구성하기
유등 만들기 및 띄우기
그림일기 쓰기
시간 계산, 도형

관련 교과
초등학교 3~4학년
빛과 거울
과목 : 과학, 수학, 미술

주제 및 제작 의도
가족과 축제에 다녀오는 이야기를 주제로 거울의
특징과 시간 계산, 도형을 이해하는 프로젝트
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선택하는 것 중
하나는 나들이 혹은 여행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가까운 곳으로의 나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을 통해 큰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나들이와 여행 장소를 결정할 때 우리는 지역의 다양한

학습 목표

‘축제’를 떠올린다. 이에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내용목표
● 반사의
● 시간

‘진주 유등축제’를 관람하러 온 상황을 주제로 프로젝

의미를 안다.

계산 방법을 이해한다.

●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을 이해한다.

일어나는 물체를 관찰하고 설명할 수

계산 문제를 만들고 해결할 수 있다.

● 사다리꼴,

있다.

의미를 이해한다. 이후 축제 여행의 이동시간을 구하는
문제 상황에서 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있다.
● 시간

이 프로젝트에서는 물에 비친 유등이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반사가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과 반사의

과정목표
● 반사가

트를 구성하였다.

직사각형을 활용한 유등을 만들 수

직접 물에 띄워볼 수 있는 소원등을 관찰함으로서 사다
리꼴, 직사각형을 이해하며 유등에 각자의 행복한
마음을 담아 띄워보는 활동을 가진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반사의 의미, 시간 계산 방법,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을 이해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3

Step
감성적 체험

교육 과정
수업 단계

● 왜

강물이 잔잔해야 유등이 또렷하게 비추어질까?

● 축제

여행의 이동시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 내가

만들 소원등에는 어떤 도형이 숨어있을까?

● 반사가
● 시간

잘 일어나는 물체를 관찰하여 특징 이해하기

계산 및 계산 문제 만들기

● 다각형의

의미 이해하고 그리기

● 강물에

비친 유등의 모양 그리기

● 도형을

활용하여 유등 꾸미기 및 만들기

● 나의

소원과 행복을 기원하는 유등 물에 띄우기

●●●
과목

단원

단원 학습 목표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1차시

과학

빛과 거울

•거울의 특징과 반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강
 물에 비치는 유등의 모습이 달라지는 까닭
생각하기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물건 관찰하기
반사 이해하기
‘Mirror Grid’ 어플을 활용하여 반사 사진 찍기

2차시

수학

시각과 시간

•초 단위까지의 시간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축제 여행의 이동시간을 구하는 방법 생각하기
시간 계산 방법 이해하기
축제 여행 그림일기 쓰기

수학

다각형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을 알고
그릴 수 있다.

미술

만들기 세상

•자신의 소원이 담긴 등을 꾸미고
만들 수 있다.

3~4차시

평가 계획

소원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각형 찾아보기
사다리꼴과 직사각형 명칭 약속하기, 사다
리꼴과 직사각형 그리기
소원등 꾸미기 및 만들기

●●●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반사의 의미와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알고 있는가?

지필 평가

2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가?

수행 평가

3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을 알고 그릴 수 있는가?

수행 평가

4

•자신의 소원이 담긴 등을 꾸미고 만들 수 있는가?

관찰 평가 및 자기 평가

5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관찰 평가 및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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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과학, 수학, 미술
●과학(빛과 거울), 수학(시간 계산, 도형), 미술(만들기 세상)

1 차시

유등축제 사진을 통한 반사 이해하기
강물에 비치는 유등의 모습이 달라지는 까닭 생각하기
유등축제를 가기 전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영상을 통해 유등축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유등을 찍은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유를 찾아본다.
유등이 강물에 비치는 부분의 차이점에 주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물건 관찰하기
모습을 잘 비추는 거울, 알루미늄 호일 등의 물건을 관찰하여 공통점을 발견한다.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물건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직접 물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반사의 의미와 특징 이해하기
반사의 의미와 반사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알아본다.
‘Mirror Grid’ 어플을 활용하여 반사 사진 찍기
친구들과 함께 어플을 활용하여 반사 사진을 찍으며 행복을 느낀다.

2 차시

축제 여행의 이동시간 계산하기
축제 여행의 이동시간을 구하는 방법 생각하기
상황 제시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한다.
시간 계산 방법 알아보기
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출발 시각, 도착 시각을 통해 이동시간을 계산한다.
축제를 다 보고 집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양한 조건을 통해 계산하도록 문제를 제시한다.
축제 여행 그림일기 쓰기
제시된 조건에 맞게 축제 여행을 다녀온 후의 그림일기를 쓴다.

3 차시

소원등을 만들며 다각형 이해하기
소원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각형 찾아보기
상황 제시를 통해 소원등을 구성하고 있는 다각형을 찾아보는 상황을 안내한다.
사다리꼴, 직사각형 명칭 약속하기 및 그리기
소원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각형의 종류를 찾고 명칭을 약속한다.
자, 각도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을 그린다.
소원등 꾸미기 및 만들기
자신의 소원과 행복을 기원하는 소원 유등을 꾸미고 만든다.
만들어진 소원등을 함께 물에 띄워본다.
학생이 알고 있는 도형을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차시

유등축제 사진을 통한 반사 이해하기

초등학교 3학년 / 과학
과목
1/4차시
수업 차시
빛과 거울
단원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여 거울의 성질을 이해한다.
교육 과정
학습 목표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물체를 관찰하여 반사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강물에 비치는 유등의 모습이 달라지는 까닭 생각하기
유등축제를 가기 전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영상을 통해 유등축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도입
(5분)

유등을 찍은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유를 찾아본다.
- 두 사진의 차이점을 생각해봅시다.
-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비물
학습활동지 1
- 상황 제시 자료
영상 자료
- 경남 진주시 유등축제
https://youtu.be/

Xx0JGIdbZ18

유등이 강물에 비치는 부분의 차이점에
주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물건 관찰하기
모습을 잘 비추는 거울, 알루미늄 호일 등의 물건을 관찰하여 공통점을 발견한다.

학습 활동
(20분)

-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물건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사전에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물건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직접 물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반사의 의미와 특징 이해하기
반사의 의미와 반사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알아본다.

거울, 알루미늄 호일 등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물건
학습활동지 1
참고 자료 1
참고 자료 1
- 거울의 특징과 반사

- 스마트폰
‘Mirror Grid’ 어플을 활용하여 반사 사진 찍기
친구들과 함께 어플을 활용하여 반사 사진을 찍으며 행복을 느낀다.

마무리
(15분)

지도상
유의점

반사된 모습이 좌, 우가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우유니 소금사막에 대한 영상을 보며 여행을 통한
행복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영상자료
- 우유니 소금사막
https://youtu.be/
M4p9hotjZ7g
https://youtu.
be/2yzLlP7OQDg

•반사의 개념을 설명할 때 각도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빛이 일정
한 방향으로 반사된다는 개념만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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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유등축제 사진 관찰하여 반사 이해하기

상황제시

이번 주말 민욱이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떠날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지가 어
떤 곳일지 궁금했던 민욱이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는 중에 민욱이는 궁금한 점
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장소의 똑같은 유등을 찍은 사진인데 한 사진은 유등이 강물에 잘 비추어져 있었고,
한 사진은 유등이 강물에 흐릿하게 비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민욱이는 자신도 반사가 잘 되어있는 사진이 찍
고 싶었습니다. 어떨 때 반사가 잘 일어나는 것일까요?

➊ 아래는 진주시 유등축제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물음을 읽고 생각해봅시다.

● 유등이 강물에 비친 모습에 주의하며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점을 써 봅시다.
왼쪽 사진 속 용 모양의 유등은 강물에 잘 비추어 진 모습인데
오른쪽 사진의 용 유등은 강물에 흐릿하게 비추어져 있다.

● 왜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생각하여 써 봅시다.
왼쪽 사진을 찍을 때는 물이 잔잔하였고 오른쪽 사진을 찍을 때는
바람이 불어서 물이 출렁거렸을 것이다.

➋ 다른 물건을 잘 비추는 거울, 알루미늄 호일 등을 관찰하고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봅시다.
● 다른 물건을 잘 비추기 위한 공통점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➌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반사의 의미를 알아보고 주변의 물건을 분류해봅시다.
● 반사의 의미
빛이 물체의 표면에 부딪혀 방향이 바뀌는 것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물건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물건

거울, 책상에 깔린 유리, 매끄러운 그릇

A4용지, 나무판

참고자료 1

진주시 유등축제
1592년 10월 충무공 김시민(金時敏) 장군이 3,800여
명에 지나지 않는 적은 병력으로, 진주성을 침공한 2만
왜군을 크게 무찔러 민족의 자존을 드높인 ‘진주대첩’
을 거둘 때 성 밖의 의병 등 지원군과의 군사신호로 풍
등(風燈)을 하늘에 올리며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
전술로 쓰였으며, 진주성내에 있는 병사들과 사민(士民)들이 멀리 두고 온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
는 통신수단으로 이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김시민 장군의 군사신호로,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의
도하작전을 저지하는 전술로,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두루 쓰였던 진주남강 유등은
1593년 6월 10만 왜군에 의해 진주성이 적의 손에 떨어지는 통한의 ‘계사순의(癸巳殉義)’가 있고
난 뒤부터는 오직 한 마음 지극한 정성으로 나라와 겨레를 보전하고 태산보다 큰 목숨을 바쳐 의롭
게 순절한 7만 병사와 사민의 매운 얼과 넋을 기리는 행사로 세세연년 면면히 이어져 오늘의 진주
남강 유등축제로 자리 잡았다.
출처: http://www.yudeung.com/?c=festival_info/6

반사의 의미
반사
파동이 다른 두 매질의 경계에서 방향을 바꿔 진행하는 물리 현상으로 빛의 반사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반사율은 반사광의 에너지와 입사광의 에너지의 비율로 빛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복사파가
물체의 표면에서 어느 정도 반사되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물질의 종류와 표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
진다. 파동의 파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다. 빛의 경우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거울반사
입사광

법선

입사각

정반사

난반사

반사광

반사각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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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축제 여행의 이동시간 계산하기
초등학교 3학년 / 수학
2/4차시
시간 계산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각과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별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분은 60초임을 알고, 초 단위까지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초 단위까지의 시간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축제 여행의 이동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축제 여행의 이동시간을 구하는 방법 생각하기
뉴스 영상 시청 및 상황 제시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한다.
- 동생이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도입
(5분)

- 이동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민욱이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 제시 자료와 뉴스 영상을 활용하여 안내한다.

이동시간 계산 방법 알아보기
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출발 시각, 도착 시각을 통해 이동시간을 계산한다.
학생들이 직접 시계를 관찰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계산방법을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학습 활동
(30분)

제시된 조건에 맞게 축제 여행을 다녀온 후의 그림일기를 쓴다.

다양한 상황을 학생들이 직접 상상하여 그림일기를 구성해보도록 안내한다.

그림일기 발표 및 소감 나누기

지도상
유의점

학습활동지 2
- 상황 제시 자료
영상자료
- ‘진주유등축제 교통체
증 해소에 주력’
(http://www.knn.
co.kr/66748)

- 시계, 색연필, 사인펜
스마트폰

축제 여행 그림일기 쓰기

<일기에 들어가야할 내용>
1. 집으로 돌아갈 때의 출발 시각, 도착 시각, 걸린 시간
2.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소감

마무리
(5분)

준비물

학생들이 직접 상상하여 쓴 그림일기를 발표하고 소감을 나눈다.
그림일기를 쓰며 정확히 시간을 계산하였는지, 여행에 대한 소감이 잘 들어있는
지 학생들이 함께 확인하도록 한다.

•시간 계산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 그림일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며, 그림일기는 학생
들의 자유로운 상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습활동지 2
학습활동지 3
학습활동지 4

학습활동지 3
학습활동지 4

학생활동지 3

시간 계산방법 이해하기

상황제시

민욱이네 가족은 진주로 출발하기 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뉴스기사를 보
고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민욱이네 가족이 출발한 시각은 오후 12시 30분, 도착한 시각
은 오후 5시였습니다. 형은 무엇이든 답변해주는 박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생이 민욱이에게 물었습니
다. “형, 우리 오는 데 몇 시간 걸린거야?” 민욱이는 당황하였습니다. 동생의 궁금증 가득한 눈을 보니 꼭 답
을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욱이 가족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➊ 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 시계를 관찰하여 1분과 초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 1분은 몇 초와 같습니까?
60초

● 다음의 시각을 읽어봅시다.
①

②

11시 ( 55 )초

③

11시 ( 45 )초

11시 ( 20 )초

● 11시에 출발하여 12시 30분에 도착했다면 이동시간은 몇 시간 몇 분입니까?
1시간 30분

➋ 이동시간을 계산해 봅시다.
출발 시각
10시 25분 30초

8시 13분 24초

도착 시각

이동시간

10시 28분 45초

3분 15초

10시 37분 53초

12분 23초

11시 24분 50초

3시간 11분 26초

11시 10분 20초

2시간 56분 56초

➌ 민욱이가 동생에게 답변해 주어야 할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입니까?
(출발 시각: 오후 12시 30분 / 도착 시각: 오후 5시)
4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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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4

축제 여행 그림일기 쓰기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그림일기 쓰기
● 축제 여행 후 집에 돌아온 민욱이의 입장에서 그림일기를 써 봅시다.
일기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집으로 돌아갈 때의 출발 시각, 집에 도착한 시각
2. 집에 돌아갈 때 걸린 시간
2.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소감

20 년
제목:

월

일

요일

날씨 :

3~4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소원등을 만들며 다각형 이해하기
초등학교 3학년 / 수학, 미술
3-4/4차시
수학(다각형), 미술(만들기 세상)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해 직사각형, 사다리꼴을 이름 짓고 이해한다.
•직사각형, 사다리꼴의 성질을 이해한다.
•주어진 도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조형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소원등을 관찰하여 직사각형과 사다리꼴을 이해하고 등을 만들어 꾸밀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소원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각형 찾아보기
소원등 사진 및 전개도를 보며 다각형을 찾아본다.
- 소원등 사진과 전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각형은 어떤 모양이 있나요?

활동 자료
- 상황 제시 자료

도입
(5분)

- 소원등 사진, 전개도

사다리꼴, 직사각형 이해하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소원등에서 찾아본 다각형을 조사한다.
- 조사한 다각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어떠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나요?

- 스마트폰
- 소원등
- 자, 각도기

사다리꼴, 직사각형 그리기

학습 활동
(65분)

자, 각도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을 그린다.

학습활동지 5

- 사다리꼴은 어떤 방법으로 그릴 수 있나요?

학습활동지 6

- 직사각형은 어떤 방법으로 그릴 수 있나요?
소원등 꾸미기 및 만들기
자신의 소원과 행복을 기원하는 소원 유등을 꾸미고 만든다.
 가족과 친구 등의 행복을 기원하는 내용을 유등에 붙이거나 적음으로서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
(10분)

지도상
유의점

만든 소원등 감상 및 소감 나누기
친구들이 만든 소원등을 감상하고 활동의 소감을 나눈다.

- 꾸미기 준비물, 초,
일회용 접시, 테이프
(색연필, 사인펜 등)

학습활동지 5
학습활동지 6

•만든 소원등을 직접 띄워보는 활동을 추가함으로서 프로젝트의 의미와 효과를 높일 수 있
다. 소원등의 기본적인 틀은 초등학교 3-4학년군의 학생들이 구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사전에 확대 복사 후 나누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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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5

사다리꼴, 직사각형 약속하기

상황제시

유등축제 행사장에 도착한 민욱이는 가족들과 함께 멋지고 예쁜 유등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
다. 그러던 중 자신의 소원을 적어 강물에 직접 띄워보는 ‘소원등’ 만들기 체험을 발견하였습니다. 민욱이네
가족은 ‘소원등’을 함께 만들어 띄워보기로 하였습니다. 받아본 ‘소원등’은 다양한 도형이 모여 만들어져 있
었습니다. 민욱이는 이 도형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➊ ‘소원등’에 숨어있는 도형을 찾아 전개도에 표시해봅시다.

<소원등 전개도>

➋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위에서 표시한 도형을 조사해봅시다.
도형 모양

도형 이름

도형 특징

사다리꼴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직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➌ 자와 각도기를 사용하여 조사한 도형을 다양한 크기로 그려봅시다.

학생활동지 6

소원등 꾸미기

<만드는 과정>

➊ 소원등 전개도 꾸민 후 자르기

➋ 선에 따라 접어 모양 잡기

➌ 회색 부분 풀칠하여 붙이기

➍ 일회용 접시에 초와 소원등 붙이기

➎ 초에 불을 붙이고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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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좋아지는 STEAM

12

STEAM 과목 요소

행복한
나만의 공간
해피 텐트 만들기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알기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해피 텐트 고안하고
만들기
미적 요소들로 텐트 꾸미기
비례식과 비례배분으로 제도하기

관련 교과
초등학교 6학년
생물과 환경
과목 : 과학, 미술, 수학, 실과

주제 및 제작 의도
나만의 공간의 필요성을 알고 환경 요인이 생
물에게 미치는 영향과 미적 요소를 고려하여
해피 텐트를 제작한다.

유아용 플레이텐트가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것은
아이들의 ‘구석 사랑’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충분한 휴식
도 취하고 퇴행하기도 하는 공간으로 아이가 힘들거나
지칠 때 해피 텐트 안에서 쉬면서 안정을 얻게 된다.

학습 목표

이 프로그램에서는 나만의 행복한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

내용목표
● 나만의

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텐트의 재질로 쓸 수 있는 천을

공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

●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찾아보고 실험을 통해 방풍, 방수에 효과적인 재질을 고
른다. 그리고 편리하게 텐트를 설치 및 접는 방법을 설계
한다. 설계된 행복한 나만의 공간 해피 텐트를 만드는

과정목표

과정에서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르고, 친구들과 함께

● 나의

텐트를 만들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실험을

통해 가장 적절한 텐트 재질을 선택할
수 있다.

● 친구들과

있다.

협동하여 해피 텐트를 제작할 수

내가 만든 텐트 안과 밖을 꾸미는 미적체험을 하는
것과 동시에 행복감을 느끼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
도록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주변 물체를 이용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기르고
텐트를 제도하는 과정에서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사용하
여 수리적 능력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STEAM
단계 요소

1

Step
상황 제시

2

Step
창의적 설계

3

Step
감성적 체험

교육 과정
수업 단계

과목

단원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 나만의

행복한 공간을 만들려는 마음 가지기

●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알기

●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해피 텐트 고안하고 만들기

● 편리한

해피 텐트를 위한 기능 만들기

● 친구들과
● 텐트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 맛보기

꾸미기를 통해 심미적 즐거움 경험하기

● 활동을

통해 만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서 행복감 느끼기

단원 학습 목표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생물과 환경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
한 텐트를 만들 수 있다.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알기
방풍, 방수 실험하기
텐트 만들기에 적절한 천 고르기

미술

표현 방법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공간과 건축
물을 찾아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쾌
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꾸며 볼 수
있다.

아름다운 공간을 꾸며보기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텐트를
아름답게 꾸미기

수학

비례식과 비례배분

•텐트의 도안을 그리고 비례식과 비
례배분을 이용하여 원래 사이즈를
계산하여 텐트를 제작할 수 있다.

  텐트 도안 속 길이를 원래 사이즈
로 계산하기

생활과 기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기
술과 발명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
임을 이해할 수 있다.

 텐트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떠올리기
편리한 해피 텐트를 위한 기
능 발명하기

1~4차시

실과

연번

행복한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기

● 나만의

●●●

과학

평가 계획

● 나만의

●●●
평가 기준

방법

1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텐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 평가

2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산출물 평가 / 관찰 평가

3

•텐트 제작 시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활용할 수 있는가?

지필 평가 / 관찰 평가

4

•흥미를 가지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텐트를 제작하는가?

자기 평가 / 관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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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과목/단원

●●●

●과학, 미술, 수학, 실과
●과학(생물과 환경), 미술(표현 방법), 수학(비례식과 비례배분), 실과(생활과 기술)

1~2차시

나만의 공간이 없는 문제 상황 알고 해피 텐트 고안하기
나만의 공간이 없는 문제 상황 알고 관심 가지기
오로지 나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만의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텐트 형태로 그려보자.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알기
다양한 환경 요인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텐트는 어떤 텐트일까?
다양한 텐트 유형 알아보고 기술적 요소 파악하기
자료를 찾아서 다양한 텐트 유형을 알아보고 기술적 요소를 파악해보자.
해피 텐트에 적절한 천 재질 실험하기
방풍, 방수 실험을 통해 적절한 천 재질을 선정해보자.
해피 텐트 도안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이용하여 원래 사이즈 계산하기
제작을 위해 텐트 도안을 그리고 원래 사이즈를 계산해보자.
느낌 점 이야기하기
해피 텐트를 고안하며 생각하거나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보자.

3~4 차시

텐트 제작하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서 행복감 느끼기
편리한 해피 텐트를 위한 기능 만들기
텐트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편리한 텐트를 만들 수는 없을까?
친구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 맛보기
실험을 통해 고른 천, 텐트 기능, 텐트 도안을 이용하여 해피 텐트 만들어보자!
해피 텐트 꾸미기를 통해 심미적 즐거움 경험하기
협동하여 만든 텐트를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보자.
활동을 통해 만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서 행복감 느끼기
우리가 만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껴봅시다.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1~2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나만의 공간이 없는 문제 상황 알고 해피 텐트 고안하기
초등학교 6학년 / 과학, 수학
1-2/4차시
나만의 행복한 공간 해피 텐트 고안하기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나만의 공간이 없는 문제 상황 알고 해피 텐트를 도안으로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나만의 공간이 없는 문제 상황 알고 관심가지기
오로지 나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상황제시)

도입
(10분)

상황 제시
- “동혁이의 고민”

나는 초등학교 6학년 김동혁이다. 요즘 나는 고민이 있다. 그건 바로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내 방은 있지만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할 때 옆에서 방해하는 내 동생, 컴퓨터 게임을 할 때면
빨리 끄라고 잔소리하시는 부모님. 내 방이 내 방이 아니다.
아... 가끔 TV를 보면 아이들이 노는 플레이 텐트가 있던데 나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행복
을 느끼고 싶다.

나만의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텐트 형태로 그려보자.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알기
다양한 환경 요인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텐트는 어떤 텐트일까?

- 다양한 텐트(웹 검색)
- 도화지,

필기구, 채색
도구
- 방풍, 방수 실험

다양한 텐트 유형 알아보고 기술적 요소 파악하기
자료를 찾아서 다양한 텐트 유형을 알아보고 기술적 요소를 파악해보자.

학습 활동
(60분)

해피 텐트에 적절한 천 재질 실험하기

활동 자료 2
- 흡습지 또는 티슈

방풍, 방수 실험을 통해 적절한 천 재질을 선정해보자.

- 물뿌리개
방풍, 방수 실험

해피 텐트 도안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이용하여 원래 사이즈 계산하기
제작을 위해 텐트 도안을 그리고 원래 사이즈를 계산해보자.

마무리
(10분)
지도상
유의점

- 여러

가지 천(참고 자
료)
- 헤어 드라이기
- 초, 라이터

느낌 점 이야기하기
해피 텐트를 고안하며 생각하거나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보자.

•방풍 실험 시 라이터와 초를 이용한 불사용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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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1

나만의 공간이 없는 문제 상황 알고 해피 텐트 고안하기

➊ 방풍 실험
● 실험 목표: 천에 따라 초의 불꽃의 변화를 관찰하여 봅시다.
천 종류

천1

천2

천3

결과

조금 흔들린다.

많이 흔들린다.

변화 없다.

➋ 방수 실험
● 실험 목표: 천에 따라 천이 흡수하는 물의 양을 티슈를 통해 관찰하여 봅시다.
천 종류

천1

천2

천3

결과

많이 묻어있다.

조금 묻었다.

거의 묻어있지 않다.

➌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천으로 텐트를 만들면 좋을지 토의해 봅시다.

참고자료 1

다양한 천 유형

➊면
 (cotton)

➋마
 (linen)

•특징: 세탁이 용이, 가벼움, 내구성

•특징: 자연스러움

•단점: 구김이 잘감, 형태보존이 어려움

•단점: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구김이 많이 감

•주된 사용처 : 옷, 침구류

•주된 사용처 : 여름고급옷감, 침구

➌옥
 스퍼드(oxford)

➍캔
 버스(canvas)

•특징: 재봉이쉽다, 질긴원단으로 손상이 덜
하다

•특징: 두툼하고 뻣뻣함

•단점: 원단이 두꺼워 박음질이 어려움

•주된 사용처 : 가방, 운동화

•단점: 낮은 보온성

•주된 사용처 : 난방, 가방,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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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과목
수업 차시
단원
교육 과정
학습 목표

학습 과정

텐트 제작하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서 행복감 느끼기
초등학교 6학년 / 과학, 미술, 실과
3-4/4차시
텐트 제작하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서 행복감 느끼기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텐트 제작하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서 행복감 느낄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활동자료 2

편리한 해피 텐트를 위한 기능 만들기
텐트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편리한 텐트를 만들 수는 없을까?

- 철사

- 다양한 텐트의 기능(예: 원터치텐트 등)들을 살펴본다.

도입
(10분)

- 나의 텐트에 적용시키고 싶은 기능을 선정하여 철사로 만들어 본다.

- 테이프
출처: http://pixabay.com

친구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 맛보기
실험을 통해 고른 천과 텐트 도안을 이용하여 텐트 만들어 보자!
- 1, 2차시에서 고른 천을 원래 사이즈로 재단하여 위치에 맞는 천을 준비한다.
- 도입부분에서

선택한 텐트 기술을 어떻게 해피 텐트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
민하고 적용시켜본다.

학습 활동
(60분)

- 해피

텐트의 지지대를 필요한 만큼 개수를 준비하고 지지대 길이를 자른 뒤
해피 텐트의 뼈대를 완성한다.

- 니퍼

- 텐트 천, 지지대, 가위, 풀,
테이프
- 바늘, 초크, 실
- 아크릴

물감, 붓, 색종이
등 채색 도구 등
활동자료 2

- 재단한 천을 뼈대에 바느질하거나 붙여서 해피텐트를 완성한다.
해피 텐트 꾸미기를 통해 심미적 즐거움 경험하기

꾸미기 완성

협동하여 만든 텐트를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
보자.
활동을 통해 만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서 행복감 느끼기
우리가 만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껴봅시다.

마무리
(10분)

지도상
유의점

활동을 통해 만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서 행복감 느끼기
우리가 만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껴봅시다.
- 활동 영상 촬영을 하여 학생들의 모습을 마무리로 보여준다.

•각 재료들을 오리거나 재단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무리에서 해피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보드게임을 하고 싶다. 간식을 먹
고 싶다.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싶다. 등)을 미리 준비하여 10분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지대 설치

캠코더, ‘해피 텐트에서 하고
싶은 일’ 준비물

학생활동지 2

텐트 제작하고 나만의 해피 텐트 안에서 행복감 느끼기

내가 원하는 텐트의 기능 만들기
➊ 내가 텐트에 넣고 싶은 기능은 무엇인가요?
원터치 텐트 기능

➋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편리하게 텐트를 접고 펴기 위해서

➌ 철사와 재료들을 이용하여 기능을 직접 설계하여 봅시다.
● 기능
원터치 기능(편리하게 접을 수 있다.)

②

①

양쪽 기둥을 잡고 한 기둥으로 만듭니다.

③

양쪽 연결 부분을 붙인 후 원으로 만듭니다.

④

연결 부분을 끼운 후 8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8자 모양을 밑으로 내리면서 반으로 접은 후 고
무밴드로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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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텐트란?
천막이라고도 부른다. 원래 나무로 만든 뼈대와 그것을 둘러싸는 나무껍질, 동물의 가죽, 천 등
의 덮개로 되어 있었다. 주로 사냥의 대상인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쫓아서 이동생활을 영위하는 수
렵민이나 목축민의 특징적인 주거 형식이다. 대표적으로 3가지 형태가 널리 알려졌다.
첫째 형식은, 북아시아의 순록 사육민 및 일부의 수렵민, 일부 북미 인디언의 원뿔형 텐트이다.
구조적으로는 3∼4개의 기둥으로 된 골조 위에 서까래를 걸고, 그 위에 덮개를 덮은 것이다. 덮개
는 종족에 따라 순록의 가죽이나 들소 가죽, 또는 나무 껍질, 풀로 엮은 매트 따위가 사용되며, 바
닥은 원형이고 중심에는 화로가 있다.
둘째 형식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이 사용하는 유르트나 파오[包]이다. 버들가지로 엮은 원통형
의 측벽과 삿갓 모양의 지붕, 양털로 만든 펠트(felt) 덮개로 구성된다. 역시 중심에는 화로가 있는
데, 화로를 둘러싸고 가족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셋째 형식은 서남 아시아의 아랍 유목민이 사용하는 블록 텐트로, 바닥은 직사각형으로 매우 크
다.이 형식의 텐트는 중심에 여러 줄의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그 바깥쪽에 짧은 말뚝을 박아, 기
둥과 말뚝 사이에 밧줄을 치고, 그 위에 덮개를 덮는다. 이 때 덮개는 염소털로 짠 천이 사용된다.
내부는 남·여의 성별에 따라 엄격히 커튼으로 구분되고, 화로도 여성의 거주 공간인 주방의 한 구
석에 설치되어 있다. 이 형식의 텐트는 시장과 같은 공공건물에도 이용된다.
오늘날은 텐트가 일상적인 주거가 아니고, 임시 야영용으로 군사·탐험·등산·캠핑 등에 사용되
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동회 등에서 햇볕을 가리는 데 쓰이는 것도 텐트라고 한다.
텐트를 치는 방법은 ① 정지(整地), ② 용구·비품의 점검, ③ 바닥면의 위치를 정하여 고정하고
(그때에 출입구를 내리바람 쪽으로 할 것), ④ 폴(기둥)을 세우고, ⑤ 밧줄을 말뚝으로 고정시킨 다
음, ⑥ 그랜드 시트를 깔고, ⑦ 배수로를 파고, ⑧ 취사장·화장실·광 등을 필요에 따라 만들고
(장기간일 경우), ⑨ 덮개가 있으면 친다 등의 순서이다.
텐트생활은 불결해지기 쉬우므로 잘 정리하고, 특히 겨울철 환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너 등의 취
급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화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오토캠프용 등의 텐
트처럼 캔버스베드를 이용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습기를 차단하는 데 조심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
출처: 두산백과(doopedia)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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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집필진
•더위 탈출 모자 만들기 | 협동놀이도구로 함께 놀아요 | 과학으로 만든 음식
수행기관 서울응봉초등학교
연구책임자 이진희(서울응봉초등학교) 공동저자 이주영(서울면동초등학교), 이은영(서울계남초등학교)

•학교가 더 즐거워지는 덜덜이 만들기(여름 곤충 알아보기) | 소중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두부데이 |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SW로 만든 감성공학 장치
수행기관 경기호암초등학교
연구책임자 김석희(경기호암초등학교) 공동저자 이지영, 이종욱, 이민희(경기호암초등학교)

•빛으로 그리는 행복한 그림 | 똑똑한 식물 CARE 스마트 앱 만들기 | 공감형성 거울효과로 소중한 친구만들기
수행기관 전남오룡초등학교
연구책임자 나인국(전남오룡초등학교) 공동저자 최선하(만호초등학교), 나인국(오룡초등학교), 강아영(진만초등학교)

•행복이 울려 퍼지는 소리 놀이 세상 |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 여행 | 행복한 나만의 공간 해피 텐트 만들기
수행기관 경남회원초등학교
연구책임자 전성수(경남회원초등학교) 공동저자 김희진, 조정훈, 이지훈(경남회원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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