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인재교육(STEAM)아웃리지 프로그램

미래 농부의 꿈은 이루어진다

식물의 수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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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수분 환경

식물의 수분 환경 학생용 활동자료
-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흙의 수분을 어떻게 측정 할까요?
- 식물에서 물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 심지화분 만들고 수분 측정하기

식물의 수분 환경

[ 생각 열기 ]

01.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식물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식물은 물을 먹고 살아요.
식물은 살아가기 위하여 물을 먹어요.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줄기, 그리고 잎으로 물을 이동시켜요.

식물이 살아가는 다양한 장소
식물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나 높고 척박한 산, 그리고 축축한 물가와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살아요. 메마른 땅에서 잘 살아가는 식물을 건생식물, 물기가 많고 축축한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습생식물, 물 속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수생식물이라고 해요.
사막은 비가 잘 오지 않아 매우 건조한 땅인데, 사막에 사는 식물(선인장, 다육식물)은
건조한 땅에서 잘 견디고 살아가지요. 중동 지역이나 지중해 지역도 사막과 같이
비가 적게 오는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로즈마리, 라벤더와 같은
허브 식물도 건조한 땅에서 매우 잘 지내요. 따라서, 사막이나 중동지역에 사는 식물을
우리나라에서 기를 때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지요. 동남아시아와 같은
열대 밀림 지역의 땅은 매우 습해요. 그래서 열대 밀림에 사는 식물은 물을
많이 좋아해요. 연못이나 강에서 사는 식물도 물을 매우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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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펼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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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을 많이 먹는 식물과,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식물을 찾아볼까요?
● 물을 많이 먹는 식물

(

)

●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식물 (

)

1. 민트

2. 선인장

3. 아이비

4. 노랑어리연

5. 갈대

6. 수국

8. 떡갈잎고무나무

7. 로즈마리

2

식물의 수분 환경

[ 생각 다지기 ]

▶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의 특징을 적어봅시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 종류

물을 좋아하는 식물 특징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 종류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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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펼치기 ]

02. 흙의 수분을 어떻게 측정 할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 중 흙의 수분(축축한 정도)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간단히 그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 흙에서 물의 무게를 재는 방법
-

말린 흙의 무게
젖은 흙의 무게

100

- 흙의 물을 가열하여 말린 후 무게와 원래 젖은 흙의 무게를 비교한다.

▶ 토양 수분측정기 사용
- 흙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기계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 토양수분측정기에 포함된 긴 쇠막대를 흙에 꽂고 계기판의 숫자를 읽는다.
- 계기판의 숫자가 토양의 수분 양을 나타낸다.

▶ 화분에 손가락을 넣어 흙의 촉촉한 정도를 살핀다.
- 화분의 흙에 겉 표면 뿐만 아니라 1~2cm 정도 손가락으로 눌러 흙의 젖은 정도를 살핀다.

▶ 흙의 색깔을 살핀다. 흙이 젖은 정도에 따라 흙의 색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다.
- 흙이 물을 먹으면 말랐을 때 보다 색이 검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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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분 측정기 사용법>
◆ 뒷면의 pH/C 중에서 C를 선택하여 누른다.
◆ 측정기의 센서부위(쇠막대기)를 수직으로 토양에 꽂는다.
◆ 센서 부위를 꽂을 때 천천히 꽂아야 한다.
◆ 센서 부위를 토양 속의 식물뿌리 중간부위에 수직으로 꽂는다.
◆ ON 버튼을 누른다.
◆ 측정 수치가 나타난다.

Q 흙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재어보기 위하여‘토양수분측정기’를 이용하여
내가 기르고 있는 화분의 물의 양을 측정해 봅시다.
식물이름

토양의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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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식물에서 물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 물: 뿌리로부터 줄기, 잎으로 이동

기공을
빠져나온
물

기공이
열렸을때
기공이

물의 흐름

닫혔을때

- 식물은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해서 줄기, 잎까지 물을 이동시킵니다.
- 식물에게 물이 이동하는 통로(길)를 물관이라고 합니다.
- 기공이 열렸을 때 잎을 통해 물이 빠져나갑니다.

▶ 증산 작용이 잘 되는 조건

- 바람이 잘 불 때
- 건조할 때
- 온도가 높을 때 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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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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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실험을 꾸미고 하루가 지난 뒤에 물의 양과 물의 맺힘을 관찰하여 보았습니다.
(가)

(나)

비닐주머니

물

Q (가) 실험에서 물이 많이 줄어든 쪽은 어느 것이며 왜 그런 결과 나왔는지 설명해 보세요.

Q (나) 실험에서 비닐주머니에 물이 맺힌 쪽은 어느 것이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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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열기 ]

04. 심지화분을 만들고 수분을 측정해 봅시다.
▶ 식물이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심지화분’을 만들어 봅시다.

심지화분의 다양한 형태

심지화분과 일반 화분의 비교
‘심지화분’이란 물을 잘 흡수하는
천, 부직포 등의 심지(재료)의 한 쪽
끝을 화분의 배수구멍 (물구멍)에 넣고
다른 한 쪽 끝을 물에 담가서 물이 흙
속으로 잘 흡수되도록 만들어진 화분
을 말합니다.

<일반화분>

<심지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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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 심지화분 만들기 (출처: 농촌진흥청:www.rda.go.kr)
페트병을 1/3 지점에서 자른다.

페트병 뚜껑을 송곳으로 구멍을 낸다.
구멍으로 심지를 밀어 넣는다.

윗부분 페트병에
심지 박힌 뚜껑을 덮는다.

아래부분 페트병에 심지박힌 윗부분
페트병을 꼽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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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

▶ 심지화분 만들기
우리 주변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물을 잘 흡수하는 심지화분을 만들어 보아요.
물을 잘 흡수하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을 위해서는 어떠한 화분을 만들면 좋을까요?
물을 적게 먹는 식물을 위해서는 어떠한 화분을 만들면 좋을까요?
•위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심지화분을 고안하고 스케치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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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잘 흡수하는 심지화분 만들기(예)

① 심지 화분 재료

② 화분에 넣을 심지 자르기

③ 심지 넣기(심지1개)

④ 심지 넣기(심지2개)

⑤ 아이비를 화분에서 꺼내기

⑥ 화분에 심을 아이비 고르기

⑦ 화분에 아이비 심기

⑧ 심지화분에 물 담기

⑨ 심지 화분 완성

⑩ 토양수분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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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가 하나인 화분과 두 개인 화분의 수분 양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구분

토양 수분량

심지 1개 화분

심지 2개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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