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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가. 연구 목적 및 목표
본 연구회에서는 2018년에 도입된 초등 3,4학년군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수업
을 통하여 관련된 타 교과 학습 목표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융합교육자료를 개발
하고자 하였다.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SW교육 활용 STEAM 교육 자료 개발
◦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STEAM 교육 평가 방법 개발
◦ SW교육 및 STEAM 교육에 대한 교원의 역량 강화
나. 연구 수행 결과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과

9차시

교육평가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2018. 9. 10 ~ 2018. 11. 9.

(STEAM 수업) 수혜학생 수

횡성초등학교 91명(4학년 전교생)

학생 태도검사

사전검사

5월 8일, 4개 학급(87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10월 12일, 4개 학급(91명) 실시 완료
10월 12일 실시 완료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2018.9. 18.

수업공개

2018.9.15.~16 횡성군 평생학습 축제 STEAM 홍보 및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체험 부스 운영
2018.10. 17. ‘소프트웨어의 날 STEAM 부스’운영
2018.10~11월 횡성관내 학생 초청 STEAM 프로그램 운영

다. 연구 결과 및 제언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SW 교육 활용 STEAM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하여

교사들의 역량이 신장되었다.
-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학습

을 경험하였다.
-앞으로 학생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생활 속, 사회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으로 끌어와 학
생들의 사회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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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나라 교육에서 빈번이 사용되는 핵심 용어는 창의성과 융합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현안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학문 간의
융합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융합교육에 많은 자금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
라에서도 주요 과제로 책정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현
장에서 적용 가능한 융합 교육자료가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나, 실제 교과에 적용
하려면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거
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는 2018년에 도입된 초등 3,4학년군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수업을 통하여 관련된 타 교과 학습 목표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융합교육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목표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SW교육 활용 STEAM 교육 자료 개발
◦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STEAM 교육 평가 방법 개발
◦ SW교육 및 STEAM 교육에 대한 교원의 역량 강화
3. 연구 수행 내용
가. 2018년 STEAM 교사연구회의 과제 수행 현황 및 내용

일 정
수행내용
연구착수
STEAM 프로그램 연구
전국 워크숍 참석
태도검사(사전)
중간보고서 제출
STEAM 프로그램 적용
STEAM 행사 개최
태도검사(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발표회 참석

추 진 일 정
6월 7월 8월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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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나. 프로그램 개발 중점 사항 및 연구 세부 내역

- 본 연구는 학생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물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인식시키고 물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1) 연구 초반 (3~4월)
: 4학년 1학기 5.혼합물의 분리 단원의 재구성을 통하여 물을 정수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연구 내용을 자세히 풀어갈수록 ① 4학년 1학기 단원을 연구하여 적
용하기에는 연구 기간이 부족하고, ② 4학년 1학기 혼합물의 분리는 알갱이의 크기를 비교
하여 걸러내는 활동으로, 끓음, 증발, 응결의 개념을 포함하지 못하며, ③ 물부족 현상을 다
룬 기존 STEAM 연구자료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문제점 때문에 연구 방향을 변
경하기로 하였다.

2) 연구 중반 (5~8월)
: 월 2회의 연구 모임을 가지며,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들을
알아보며, 수업 계발 아이디어를 탐색하였다. 아래 표는 그 간의 탐색 과정동안 의논한 아이
디어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아이디어 1

물부족 무엇이 문제일까?

1. 아프리카 물부족 사례를 통한 물부족 상황 인지 및 물의 필요성 탐구
- 상황인지 영상 활용 예 : 월드비전 goodwater 캠페인 관련 자료 활용,
( http://water.goodneighbors.kr/)
: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지대, 말라위족 식수문제 등
- 물의 필요성 탐구 : 물의 기능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YVjuglwldA)
: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 알아보고 그래프로 나타내기
(참고 : 똑똑 융합과학씨 ‘물을 생각해요’ 58-61/ 67-68)
: 만약 물이 없다면? (상상하여 글쓰기)
2. 하루 동안 내가 사용한 물의 양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기
: 하루 동안 사용한 물은 [구글플레이-수계부App 또는 Measure water Flow App] 사용 기록
※참고 :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평균적인 물 사용량 참고자료 (똑똑 융합과학씨 131 쪽 참고)
: 사용한 물의 양에 대한 그래프 만들기 [구글 플레이 ‘나의 그래프’App 이용]
3. 물절약을 위한 실천계획 설계하기 : 물절약을 위한 생활 수칙 토의하기
: ‘에코보틀’(500mL 기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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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2

우리 지역은 물부족을 어떻게 해결할까?

1. 우리 지역의 물관리 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지부 횡성댐 및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4 시간)
- 예 : 꿈길사이트(http://www.ggoomgil.go.kr/front/index.do)에서 ‘수자원공사 물드림 캠프’ 학급
단위 참가 지원
- 견학 시 드론 활용 횡성댐 물 보유량 영상 및 사진 촬영
- 횡성댐 및 정수장 견학 및 물교육 체험으로 물의 순환과정 알기
- 횡성댐 물보유량 및 정수장치 및 정수능력, 횡성댐의 역할 조사
2. 우리 지역의 사용가능 물의 양 측정하기
- 조사한 횡성댐의 일년동안 평균적인 물 보유량을 횡성군 전체 인구 수로 나누어 1 인당 1 년동안 사
용가능한 물의 양 계산하기
- 1 인당 1 년 사용가능한 물의 양을 365 로 나누어 하루동안 사용가능한 양 계산하기
- 지난 단원에서 계산한 하루동안 ‘내가 사용한 물 사용량’과 ‘1 인당 사용 가능량’ 비교하여 사용 가
능량에 비해 사용한 양 많을 경우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
3. 견학 후 조사 및 탐구 보고서 제작하기 (모둠)
- 드론으로 촬영해온 영상 캡처 이미지 혹은 촬영된 사진 활용
-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댐의 역할 및 기능, 물보유량, 물의 순환과정 등 학습 내용을 총체적으로
기술
아이디어 3

우리는 물부족 해결사

1.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알아보고 미래의 집 설계하기
- 예 : 레인시티 프로젝트, 이탈리아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의 ‘와카워터’ 프로젝트 (에티오피아
식수사업), 미국 남가주대 식물공장 물 순환시스템 (물 순환으로 식물에 공급되는 물 절약시스템인
스마트팜) 등 활용
※ 참고자료 :
레인시티 송파 = https://blog.naver.com/ilove_water/70133617221
레인시티 수원 = http://blog.daum.net/drrainwater/7882698
와카워터 프로젝트 =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00363&menu_id=
82&contents_id=d652b722-ecc8-4e6d-8e77-51239ce962c6&svc_clss_id=CLSS0000072432&con
tents_openapi=naverdic
미국 남가주대 식물공장(스마트팜) 물 순환시스템 = (KBS 스페셜 미래혁명 스마트팜 2 부, 식물공장
편, 2018.5.4.방송 참고)
아이디어 4

우리는 물부족 해결사

- 물부족 해결을 위한 미래의 집 설계하기
: 빗물 저장 장치, 바닷가 마을의 집일 경우 해수 담수화 장치 (증발원리이용), 식물의 증산작용을
활용한 물 모으기 장치, 와카워터처럼 이슬을 활용한 장치, 폐수 자체 정수장치, 물 순환장치 등
다양한 장치를 설계
: 생활 속 절수 도구 설계 (절수 샤워기, 절수 양변기, 절수 수도꼭지 등) 및 설명서 제작
: 설계한 미래의 집 만들기
2. 정수기야 도와줘! (오염된 물 정화로 물부족 해결)
- 정수기의 원리 이해
- 창의적 간이 정수기 설계
- 정수기 여과장치 모델링 후 3D 프린터로 제작
- 간이 정수기 만들기
- 간이 정수기 정수능력 실험 (수질측정기 이용 효과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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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5

우리가 실천하는 물절약 캠페인

1. 우리가 실천하는 물절약 UCC 만들기 프로젝트 1
- 물절약을 위한 세계 각국의 캠페인, 공익광고 영상 시청
※참고
해외 공익광고 : https://www.youtube.com/watch?v=nmnK3_7LSts
국내 공익광고 : https://www.youtube.com/watch?v=O21nm4zrK7M
초등학생 제작 공익광고 : https://www.youtube.com/watch?v=Coa6c5gJhJs
- 물절약 UCC (공익광고) 만들기를 위한 제작 계획 및 콘티짜기
※ 콘티를 만화로 구상할 경우
[구글플레이-앱스케치북, 톡톡 스케치, 이비스, 클립스튜디오 App 등 활용]
- 영상에 삽입할 그림이나 문구 제작
2. 우리가 실천하는 물절약 UCC 만들기 프로젝트 2
- 촬영 계획 토의하기 및 역할분담하기
- 리허설 및 촬영 동선 맞추기
- 실외촬영 시 드론 활용
3. 우리가 실천하는 물절약 UCC 만들기 프로젝트 3
- 촬영 영상 편집 및 오디오 삽입 · 편집
- 교내 방송 및 영상공유사이트를 통한 홍보

◇ 이러한 탐색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논한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여러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하고, 학생의 흥미를 유지하면서 교육목포를 달성할 수 있
는 소재로 『와카워터 제작하기』를 활동 방향으로 정하여 수업의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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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2015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학교급

초등

대상 학년(군)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혼합물의 분리
성취기준 영역 물의 상태 변화

연계과목

국어
사회
수학
미술
창체

국어
사회
연계과목
수학
성취기준 영역
미술
창체

STEAM
프로그램
구분

개발계획

3~4 학년

– 듣기․말하기
– 지리인식
– 규칙성, 측정
– 표현
– SW교육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1

과학(1) + 수학(2) + 도덕(1) + 미술(1)

2

1

과학(1) + 국어(1) + 수학(1) + 음악(1)

3

1

과학(1) + 국어(1) + 수학(2) + 미술(1) + 사회(1)

4

2

과학(1) + 수학(1) + 미술(2)

5

2

과학(1) + 수학(1) + 미술(1)

6

1

과학(1) + 과학(1) + 수학(1)

7

1

과학(1) + 실과(5학년 연계3)

◦연구단원 : 4학년 2학기 2. 물의 상태변화 (일부) + 5.물의 여행(일부)
- 성취기준

[4과-14-02]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과-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과17-01］물이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순환하는 과정을 생명체, 지표면, 공기 사이
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4과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
를 조사할 수 있다.
- 연계 과목 및 수업주제
(국어) -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듣고 말하기, 내용을 요약하며 듣기
(도덕) -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 갖기
(사회) - 우리 고장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미치는 영

향 탐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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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 미술을 생활과 관련짓기,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 탐색하기,
(수학) - 곱셈과 나눗셈, 소수의 이해, 소수의 크기 비교, 소수의 덧셈과 뺄셈, 각도,

꺾은선 그래프, 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나 채우기
(실과) - 일상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만들기

4. 연구 수행 결과
구분

수행 결과
9차시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2018. 9. 10 ~ 2018. 11. 9.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 수혜학생 수

학생 태도검사

횡성초등학교 91명(4학년 전교생)

사전검사

5월 8일, 4개 학급(87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10월 12일, 4개 학급(91명) 실시 완료
10월 12일 실시 완료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2018.9. 18.

수업공개

2018.9.15.~16 횡성군 평생학습 축제 STEAM 홍보 및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체험 부스 운영
2018.10. 17. ‘소프트웨어의 날 STEAM 부스’운영
2018. 11. 횡성관내 학생 초청 STEAM 프로그램 운영 예정

가.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9차시의 교수 학습자료 개발. 부록 1 수록
나. 수업 적용 일정 : 과학 교과 진도에 맞추어 과학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
하였으며, 측정은 매일 아침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부록2 활동사진 첨부.
학급

4-1

4-2

4-3

4-4

2018.9.10.~ 9.14

1차시

1,2차시

1,2차시

1차시

2018.9.17.~ 9.21

2~5차시

3~6차시

3~5차시

2~5차시

2018.10.15.~10.19

6~7차시, 측정

7차시 ,측정

6~7차시, 측정

6~7차시, 측정

2018.10.22.~10.26

측정,8~9차시

측정,8~9차시

측정,8~9차시

측정,8~9차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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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 태도 검사
1) 사전검사: 2018.5.8.일 4학년 재학생 87명 실시
2) 사후검사: 2018.10.12.일 4학년 재학생 91명 실시
3) 교사 및 학생 만족도 검사: 2018.10.12. 교사 2인, 재학생 91명 실시
4) 학생 태도 검사 t검증 결과

사전 87명, 사후 91명의 응답중 유효응답 77개를 표본으로 하여 유의확률이
0.131로 학생 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 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

러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반복되는 40문항의 설문
을 성실히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실제 통계 분석후 의문을 가진 교
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설문 중 1번이 매우 그러하다로
착각하고 응답하거나, 문제를 읽지도 않고 클릭만 한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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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동 기간 내내 학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태도는 교사들이 검증 결
과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 대단하였다. 일기장에 항상 와카워터 이야기가
나왔으며, 아침 산책에 만난 안개와 이슬도 와카워터와 연결 지어 순식간에 토
론의 장이 되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학생수준에 맞도록 수업의 효과를 입증할 검증 방법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인
내심을 갖고 성실히 활동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 교사 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부록 2 첨부 사진 참조.)
1) 우리지역의 물관리 기관(한국 수자원공사 횡성지부 횡성댐 및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체험 (2018.5.14.)
2) 수업 공개 : 2학기 수업 공개의 날을 통하여 STEAM 수업 공개
3) 횡성군 평생학습 축제 체험 부스 운영 : 2018.9.15.~16 3D펜 체험 부스 운영.

4) 소프트웨어의 날 부스 운영 및 STEAM 수업 산출물 전시
5) 횡성관내 학생 초청 STEAM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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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SW교육 활용 STEAM 교육 자료 개발 과정에
자유로운 분위기의 개방적 협의 문화를 통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
디어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흥미로웠으며, 이러한 생각들을 체계적인 과정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을 통하여 교사들의 역량이 신장하였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STEAM 교육 평가 방법 개발을 위
하여 기존의 평가방식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으로 상상만 하던 평가 방법들을 현실화 하는 과정
이 즐겁고,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다. 학생들은 새로운 소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스스로 모둠 활동에서 역할을 만들고,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주체
가 되었다. 교사는 직접 연구한 자료를 투입하는 과정이므로 수업 전반을 꿰뚫
어 학생들에게 매우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었고, 학생 역시 교사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즐거운 학습을 경험하였다.
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STEMA프로그램의 개발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교육결과를 주었고, 개정 교육과정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되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생활 속, 사회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으로 끌어와 학생들의 사회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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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와카워터 프로젝트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9

2

2/9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4과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4도-04-01]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4과14-03］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
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미-01-04]
[4수03-12]
[4미01-03]
[4사02-01]

［4과14-02］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과14-03］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
3

3/9

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과17-01］물이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순환하는 과정을 생명

[4국01-03]
[4수01-13]
[4수01-15]

체, 지표면, 공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4

4~5/9

5

6~7/9

6

8/9

[4과17-02]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4과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4과17-02]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4과05-02]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7

9/9

수 있다.
[4과13-01]씨가 싹트거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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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02-11]
[4미02-05]
[4미03-03]
[4수02-12]
[4수01-05]
[4수03-05]
[6 실 0 5 - 0 4 ]
[4 미 0 1 - 0 4 ]
[4 수 0 3 - 0 5 ]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9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9

물이 부족하다고?

Co

지구의 물을 모으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기

Co

물 부족 국가의 다양한 사례 살펴보기

ET

물부족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알아보기

CD

물부족 해결을 위한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떠올려보기

주제(단원)명
Co

ET

와카워터가 뭘까?

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가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와카워터의 필요성

알기
2/9

CD

와카워터의 과학적 원리 생각하기

CD

와카워터의 구조와 작동 원리 이해하기

ET

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가는 아이들에게 와카워터를 선물한다면?

주제(단원)명

3/9

Co

컵마술 소개하기 (쟁반위의 컵, 저울 위의 컵)

CD

관찰과 토의를 통하여 컵표면과 컵의 무게가 달라진 까닭을 찾아보기

ET

생활속 물의 증발과, 응결의 다양한 예를 찾아보기

ET

물송, 물의 순환송 쟁반 노래방 게임

주제(단원)명
4~5
/9

/9

와카워터를 디자인해보자!

Co

미술 작품 속에서 조형 요소 찾기

Co

다각형의 종류 알아보기

CD

다각형으로 와카워터 디자인하기

ET

와카워터 디자인 분류하기

주제(단원)명
6~7

와카워터의 물은 어디서 올까?

와카워터를 만들어보자!

ET

3d 프린터, 3d 펜, 페이퍼 크래프트 작품 살펴보기

CD

제작 방법 선택하기

CD

와카워터 모델링하기

ET

모델링 자료로 프린트하고, 결과물 발표하기

주제(단원)명

얼마나 될까?

나라별 물 사용량을 확인하여 물부족 국가에서 마을당 필요한 물의 양
예상하기
Co

8/9

CD

내가 만든 와카워터로 모이는 물의 양 측정하기

CD

나의 하루 물 사용량을 계산하여 필요한 와카워터의 크기 예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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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하루 물 사용량과 물부족 국가에 사는 사람의 물사용량을 비교해보고,
와카워터의 필요성 알기
ET

주제(단원)명

9/9

생명을 살리는 물

Co

자신이 만든 와카워터를 실외에 설치하여 직접 물을 모아보기

CD

와카워터에서 나온 물로 키우는 화분 설계하기

와카워터에서 나온 물로 키우는 어항 설계하기
ET
5 학년 선배에게 화분과 어항 제작을 의뢰, 활용하여 물의 소중함과 고마움
느끼기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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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1차시 – 물이 부족하다고??

가. 차시개요
1. 물 부족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생명 활동과 물과의 관계
를 알아보고 물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2. 하루 동안 사용하는 평균적인 물의 소비량을 계산하여 보고 올바른 물 사용법에 대해 알아
본다.
3.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알아보고 물을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
군)

초등학교/4 학년
[4과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과학, 물질과 에너지

중심과목
성취기준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주제(단원)
명

물이 부족하다고?

차시

1/9

1. 물 부족 사례 및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통해 물
학습목표

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2.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을 계산해보고 올바른 물 사용법 및 물 절약을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다.

연계과목

수학

[4수-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연계과목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성취기준 영역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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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지구 상의 물의 양 예상해보기
T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알아보기
STEAM
E
요소
A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떠올려보기
M 우리가 하루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 계산해보기
지구 상 존재하는 물의 총량 중 인류가 사용가능한 물(담수)의 비율을 확인해 보고
전세계의 물부족 현상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봄으로써 학생
개발 의도
각자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물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지구 상 존재하는 물의 총량 중 우리가 사용가능한 물(담수)의 양과 비율을
확인해보고 물부족 현상에 대해 인지한다.
전 세계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물부족 현상(‘위기의 아프리카’ 등 영상자료
활용)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하여 물의 소중함에 대해 느껴본다.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그것을 해결하고자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에 대한 사례들을 (와카워터, 해수 담수화 시스템, 레인시티 설계 등)
알아봄으로써 물절약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확인한다.
학생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설계하여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어 본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상
STEAM
황
학습준
제
거
시

․ 지구의 물을
모으면 얼마나
될지 생각하기
․ 물 부족 국가의
다양한 사례
알아보기

․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세계
창
각국의 노력 알아보기
의
적
․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설
물절약 장치 및 도구
계
알아보기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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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떠올려보기

감
성
적
체
험

나.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
과목

과학

과학

과학

수학

수학

영역

단원

관련 성취기준

물질과

2. 물의 상태

[4과-14-02]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차

에너지

변화

물질과

2. 물의 상태

에너지

변화

물질과
에너지

5. 물의 여행

수와

3. 곱셈과

연산

나눗셈

수와

1. 소수의

연산

덧셈과 뺄셈

자연․초
도덕

월과의
관계

4. 힘과
마음을 모아서

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과-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과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4수-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
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4수01-17] 소수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소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
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
다.

3. 생활
미술

체험

속에서 미술을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만나요

다. 학습 목표
물 부족 사례 및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통해 물의 소
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을 계산해보고 올바른 물 사용법 및 물 절약을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다.
라. 지도상 유의점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인식을 위해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이해와 세계 각국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주
안점을 두고 하루 동안 사용한 물의 양 계산을 통해 우리도 물 부족 국가임을 인지
하고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입)에서 지구의 물의 양을 설명할 때에는 물의 양을 정확한 수량으로 수치화하
기 보다는 전체 양을 100으로 생각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2개 반이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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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비율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전개2)의 ‘물부족 해결사’ 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설계되
어야 하므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리)단계의 ‘낭비는 No!
절약은 Yes!’ 그림카드 활동은 교사 재량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마. 교수·학습 과정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지구의 물은 얼만큼 있을까?

․ ‘지구의 물을 모두 모으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준비물
교사용 안
1 -1
내자료 □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 지구에 있는 물의 전체량을 물방울 100개로 한다면
도입
(5분)

그중 97개는 짠 바닷물이며 2개 반(2.5%)만 우리가 사
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사실 확인을 통해 물 부족 현상
에 대한 관심 유도

물 부족 국
가의

Co

물 부족 국가의 다양한 사례 살펴보기

담은 영상자료

․ 물 부족 국가의 다양한 사례를 영상으로 확인하여 물

(교사용 안내

부족 현상 인지

1 -2)
자료□

ET

물 부족을 해결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

․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을 전문
전개2

사례를

가 수업 모형으로 활동하기

물 부족을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영상자료 (교
사용 안내자료

(15분)
CD

나는 물부족 해결사!

1 -3)
□

․ 물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떠올려 그림으로 나타내고 적어보기

ET

1 -1
활동지□

낭비는 NO! 절약은 YES! (yes or no 게임)

․ 물을 낭비하거나 오염시키는 행동이 담긴 그림카드와
정리

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다양한 그림카드를 보며 Yes

(5분)

or No를 외치며 정리 게임하기
․ No일 경우에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물의 낭비를 막기
위한 방법을 질문을 통해 이야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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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카드

바. 교사용 안내 자료
1 -1]
[교사용 안내자료□

지구의 물은 얼만큼 있을까?
[물의 행성 지구, ‘수권(水圈)’]
지구는 지구 표면에 있는 물 때문에 푸른색으로 보인다. 지구와 다른 행성의 가장 큰 차이
점은 많은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은 지구와 같은 온도의 자연 상태에서 고체, 액체, 기
체의 모든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의 물은 바다, 육지, 대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극지방에서는 빙하로, 육지에서는 하천이나 호수, 지하수로, 대기에서는 수증기
나 눈, 얼음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지구에서 물이 차지하고 영역을, 물을 뜻하는 한
자 ‘수(水)’, 영역 또는 범위를 뜻하는 한자 ‘권(圈)’을 써서 ‘수권(水圈)’이라고 한다.

[바다의 물]
바다에는 수권 중 97.2%가 들어 있고 그 부피는 약 13억 7천만 km3이다. 그 중 절반 이
상인 약 51%가 태평양에 들어 있고, 나머지는 대서양과 인도양 등의 바다에 있다. 바다는
또한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3억 6천만 km2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육지의 물]
수권에서 바다(해수)를 뺀 나머지 약 2.8%가 육지의 물인 담수이다. 담수 중에서 극지방과
고산 지대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빙하가 약 2%이고, 나머지 약 1% 미만은 얼지 않고, 하
천이나 지하수로 존재하는 물이다. 얼어 있지 않은 물의 98.5%가 땅 속의 지하수로 존재한
다. 우리가 육지의 하천과 호수에서 볼 수 있는 물의 양은 지구 전체 물의 양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인 것이다.

[대기의 물]
대기도 수권의 한 영역이다. 대기는 수증기나, 구름, 눈의 형태로 물을 함유하고 있다. 대
기는 지구 전체 물의 약 0.001%로, 육지나 바다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의 물을 포함하고 있
다. 대기 중 물의 한 형태인 구름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지표면이 데워지는 것을 막는 역
할을 하는 동시에 지구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지표로 되돌려 보냄으
로써 지표면의 온도를 데우는 역할을 한다.

[지구상의 물의 분포]

지구 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약 2.5%로 지구에 있는 물의 전체량을 물방울
100개라고 가정한다면 그 중 2개 반 정도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에듀넷 티 클리어]

- 18 -

1 -2]
[교사용 안내자료□

물 부족, 위기의 아프리카
[물 부족 시련을 겪는 에티오피아 주민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최대 시장 마르카토에서 여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
는 상품은 우리 돈으로 약 4,500원 정도 하는 플라스틱 물통이다. 여자들이 플라스틱 물통
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티오피아에서는 물동이를 지고 마실 물을 구하기 위
해 길을 나선 여자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루 최대 7~8시간을 걸어 몇 번씩 강이
나 공동 수도를 찾아 물을 길어 오는 것이다. 물통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식수를 구하기
위해 매일 반복되는 에티오피아 주민의 고달픈 삶을 대변한다.
물은 지구상에 있는 가장 흔한 천연자원으로 언뜻 풍부해 보이지만, 현재 전 세계에는 에
티오피아처럼 심각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가 많다. 유네스코는 2006년 제4차 세
계 물 포럼 보고서에서 2000년 60억 명이던 세계 인구는 2025년에 80억 명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어, 물 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후에는 18억 명의 인구가 물이 고갈
된 지역에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제5차 세계 물 포럼 보고서에서는 세계 인구
규모가 매년 8,000만 명가량 증가함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도 640억 ㎥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물도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처럼 세계적인 협력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라고 촉구하였다.
현재 세계는 수자원 격차 극복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맞서고 있으며, 보편적 인권 차원에
서 가난한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지구
는 전 인류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부족한가? 문제는 물의 전체적인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데 있다. 즉 지역에 따라 물 부존량의 편차가 크다.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미국
등은 물이 풍부한 데 반해, 강수량이 적은 튀니지·수단·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물 부족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있다. 또, 산업 발달로 물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고 더불어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뭄이 지속되는 것도 큰 요인이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40%가 인접국의 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하천은 214개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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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니 인접국으로부터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물이 국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가까운 장래에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국가 간의 물 분쟁은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목마른 지구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휴머니스트)

[출처: ilovewater.or.kr]
[물부족 사례 영상]

·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는 인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439934
· 극심한 물부족, 위기의 아프리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91167
·아프리카의 눈물
https://www.youtube.com/watch?v=FGooS-L88yg
·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플래시 애니메이션)
https://www.ilovewater.or.kr/homepage/sub/sub_animation_v.jsp?p_rowid=31&p_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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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
빗물을 저장하는 초대형 접시
‘칸케이브 루프’
아프리카와 중동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매년 심각
한 물 부족 현상을 겪는다. 이곳의 따가운 햇볕은
육지의 물을 빠르게 증발시키며, 주택을 뜨겁게
달궈 매일 열대야를 겪어야 하는 열약한 주거 환
경을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이란의 '비엠
디자인 스튜디오(BM Design Studio)'는 부족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설계
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칸케이브

루프

(Concave Roof)'라는 이름의 초대형 접시 지붕이
다. 바로 이 초대형 접시 지붕이 빗물을 모아 저
장하는 역할을 한다. 칸케이브 루프는 2개의 오목
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가정에 쏟아지는 빗물
대부분을 신속하게 수집하게 되며, 내리쬐는 따가
운 햇볕을 이중으로 차단하여 시원한 그늘까지 제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
No=6081700&memberNo=2950908&vType=VERTICAL]

공한다. 또한 지붕을 통해 수집된 물은 건물의 온
도를 낮춰주는 냉각수 역할을 하며, 내부 중앙에
위치한 탱크에 저장되어 가족을 위한 생활용수 및
식수로 사용된다.

공기 중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와카 워터 (Warka Water)

저렴한 재료로 간단히 엮어 어디든 가만히 세워두면 공기 중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탑’
언뜻 보면 설치미술 같기도 한 와카 워터는 2012년에 이탈리아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에 의해 개발
된 약 9미터 높이의 거대한 꽃병 모양 탑이다. 와카 워터가 공기 중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간
단하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큰 일교차를 이용하면 충분한 양의 이슬을 모을 수 있다. 와카 워터는 가볍고 탄력이 있는 골풀 줄기
를 엮어서 형태를 만들고, 안에는 청사초롱을 연상시키는 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 매쉬 그물을 매달
아 둔다. 골풀을 엮는 패턴은 강한 바람이 불어도 공기가 통과해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꽃병 형태의 커브와 그물의 형태는 이슬을 모으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으로, 차가운 공기가
모이면서 맺힌 이슬은 아래로 흘러내려 탑 아래쪽 물통으로 모인다. 사람들은 아래쪽에서 수도꼭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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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물을 받아가면 된다. 어디든 땅 위에 와카 워터를 가만히 세워두고 하루가 지나면 약 95리터의
깨끗한 물을 모을 수 있다.

[출처] 와카 워터 (Warka Water) (스트로베일

하우스)

[참고] 와카워터의 정의 및 물 생성 원리를 담은 애니메이션 및 영상자료= 에듀넷 티클리어 :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00363&menu_id=82&con
tents_id=d652b722-ecc8-4e6d-8e77-51239ce962c6&svc_clss_id=CLSS0000072432&contents_ope
napi=naverdic

수원시, ‘레인시티(Rain City)’중수도시설 설치사업 박차
빗물저류시설로 2020년까지 시민 사용 물의 30%를 빗물로 대체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수원시가 모든 공공건물에 빗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가
운데 물 재이용(중수도)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레인시티(Rain
City)’프로젝트의 일환인‘수원시 물 재이용(중수도)시설 설치사업’2단계 사업이 6월 말 완료를 앞두고
있다. 레인시티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드레인시티(Drain City)의 반대말로 빗물을 저류시설에 모아 저장
해 둔 다음 생할용수(대/소변기, 청소),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수원시의
환경 정책이다. 이 사업은 빗물과 저농도 오수를 여과, 운반, 소독‧살균과정을 거쳐 빗물이용시설과 중
수도를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원시가 최초로 시범하고 있는 사업이다.
레인시티 사업을 통해 수원시는 빗물저류시설을 2020년까지 시민이 사용하는 물의 30%를 빗물로 대
체할 수 있는 기반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 사업을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계획하고 1단계는
2014년부터 시작해 2015년 7월에 완료했다. [중략]
[참고] 레인시티 관련 영상 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133806

해수 담수화로 물부족을 극복하다

[이미지 : 두산중공업]

물의 행성인 지구, 지구 지표면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바다는 지구 전체 물의 양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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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호수, 강과 같은 민물의 양
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바닷물을 이용해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수담수
화’이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하여 순도높은
식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바꾸는 기술을 말한다. 바닷물은 96.5%의 순수한 물과
3.5%의 염분 및 기타물질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제거하여 순수한 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이다. 물이 부족한 중동지역에서 담수화 플랜트를 가동해 얻는 물의 양
은 하루 약 10만톤에 달한다. 하루 동안 맑은 물을 90만명에게 공급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
기술은 앞으로 더 주목받을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해수 담수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첫 번째는 다단증발법(MSF)로 해수를 염수 가열기에서 가열하는 과정에서 해수를
응축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다중효용증발법(MED)로 efact라는 연속된 용기 안에서 해
수의 증발 및 응축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역삼투방법(RO)로 물은 통과시키고 이온성 물질
은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수를 가압하여 담수만을 분리해내는 공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온성물질 (나트륨, 칼륨, 염소 등)이 배제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참고] 사막의 물부족을 기술로 극복한 예 ‘해수 담수화’ 영상 (EBS 원더풀사이언스, 사막
의 기적 해수 담수화 플랜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46916&cid=51647&categoryId=51647

[와카워터 관련영상]
· 이슬로 물을 만들다, 와카워터의 꿈
https://www.youtube.com/watch?v=7JscpaUw0LI
· 공기 중에서 물을 얻는 와카워터 기술
https://www.youtube.com/watch?v=K3pL8EGswIU

[레인시티 관련영상]
· 빗물이용 레인시티 수원, 가뭄걱정 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133806
· 레인시티 수원의 빗물 활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675446

[해수담수화 관련영상]
· EBS 원더풀사이언스 ‘사막의 기적, 해수 담수화 플랜트’
http://www.ebs.co.kr/tv/show;jsessionid=LcDT4gq1UhSxCGp1iJCXThA6QrBWyqX1BygV3
GtaGA6zKa2m0viBdWm4kBG1dXL2.enswasp03_servlet_engine1?courseId=BP0PHPM0000
000004&stepId=01BP0PHPM0000000004&lectId=306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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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교사용 안내자료□

1인당 사용가능한 물과 물 발자국 (water footprint)
[1인당 이용가능한 물의 양]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1973~2011)로 세계 평균의 1.6배이고 수자원총량은1,349억㎥/
년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 강수총량은 연간 2,660㎥로 세계 평균의 약 1/6에 불과하
다.

[출처 : 한강 홍수통제소]

[물 발자국 (water footprint)]1)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 물이 필요하다. 물 발자국은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쓰이는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즉, 물발자국은 “단위 제품 및 단위 서비스
생산 전 과정 동안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소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물 발자국을 통해 특정
하천 유역 또는 대수층에서 한 국가가 소비하는 물의 양도 산정할 수 있다. 물 발자국의 측정은 사람
이 직접 마시고 씻는 데 사용한 물에다 음식이나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가상수(virtual water, 눈
에 보이지 않는 물)를 합친 총량으로 측정한다. 이 개념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물 사용의 불균
형을 해소하고 전 세계 물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되었다.2)

제품의 물 발자국
제품의 물 발자국은 그 제품의 모든 생산 및 가공 단계에서 소비되고 오염된 물의 총량이다. 제품의
물발자국을 통해 그 제품이 담수 자원에 부담을 주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제품의 물발자국은 생산량
톤당 사용되는 물 입방미터, 킬로그램당 리터, 파운드, 혹은 우유 한병당 갤런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제
품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의 양 및 물의 근원을 파악하고, 오염물질 정화와 수질기준 충족에 필요
한 물의 양을 측정하여 특정 제품이 물 부족과 수질 저하 문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볼 수 있다.

개인의 물 발자국
개인의 물 소비는 부엌, 화장실 및 정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과 종이, 면화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많은 양의 물 소비에 기여한다. 개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 곳곳의 수
자원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개인의 물 발자국은 개인이 먹는 음식 재배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및 모든 제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물을 포함한 개인의 일상 물 소비량이다.

국가의 물 발자국
생산의 물 발자국과 소비의 물 발자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산의 물 발자국은 국가 내 재화
와 서비스 생산에 사용되는 지역 수자원의 양이다. 이는 농업용수, 산업 용수 및 가정용수를 포함 국
가 내에서 소비되는 물의 총량이다. 소비의 물 발자국은 한 국가 내에 사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산정한다.

1) 세계농업 제206호, 유승환, 2017
2) [네이버 지식백과] 물발자국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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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교사용 안내자료□

[그림카드] 낭비는 No! 절약은 Yes!

[출처]
왼쪽 상단부터 아래쪽으로 「에듀동아, 에듀넷 티클리어」
오른쪽 상단부터 아래쪽으로 「Kwater 공식블로그,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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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생용 학습 안내 자료
1 -1]
[학생용 학습 안내자료□

지구와 물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다는 지구 표면의 얇게 덮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을 모아 지구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한 방울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 때문
에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을 빼면 우리가 마시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2.5% 밖에 되지 않아요. 즉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전체의 양을 100이
라고 한다면 2개 반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고] : 똑똑 융합 과학씨 ‘물을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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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학생용 학습 안내자료□

지구엔 물이 부족해요.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세계 여러나라 중에는 마실 물이 없어 허덕이는 곳이 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
지 않는 지역에서는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 먹을 곡식이 모자라게 되요. 가축들이
먹을 풀도 자라지 않아 가축들이 굶주리고, 결국 먹을 곡식과 가축들이 부족하여
사람도 굶주리게 되지요. 때로는 사람이 마실 물조차 부족한 심각한 가뭄상태가 지
속되지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는 사헬이라 불리는 넓은 초원지역이 있어요. 이 곳
은 여름철에만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예요. 사헬지대는 50년 전부터 문제가 생기
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늘고 가축도 덩달아 늘면서 풀들이 다시 자라기도 전에 가
축들이 싹이나 뿌리까지 뜯어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풀들이 줄어들고 결
국 초원은 사막으로 변했어요. 사막이 넓어지면서 가뭄이 심해지고 점점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있는 아랄 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
였어요. 하지만 목화 재배를 위해 아랄해로 들어가는 강물을 사용한 결과 호수에
강물이 흘러들지 못하고 태양열에 의한 증발이 계속되어 호수 물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지요. 말라버린 호수 주변은 소금 사막으로 변해 버렸어요.
[참고] : 똑똑 융합 과학씨 ‘물을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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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생 활동지
1 -1]
[학생용 활동지 □

나는 물 부족 해결사!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타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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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와카워터의 물은 어디서 올까?

가. 차시개요
와카워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의 상태변화를 알아야 한다. 이 차시는 물의 상태 변
화 현상인 증발과 응결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도록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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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4과14-02］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과학-물질의 변화

［4과14-03］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과17-01］물이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순
환하는 과정을 생명체, 지표면, 공기 사이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와카워터를 만들어 보자!

차시

2/9

1. 물이 수증기가 될 때의 변화와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2. 우리 생활에서 증발과 응결에 관련된 예를 찾아 설명 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수학

수학-수와 연산

S 물의 증발 현상과 그 결과 관찰하기, 컵 표면과 무게의 변화 관찰하기

T 전자 저울을 조작하여 무게 측정하기
STEAM
요소

E

A 쟁반 노래방

M 소수 한자리의 무게 측정하기, 소수한자리수의 크기 비교하기

개발 의도

4-2. 2.물의 상태변화 5 차시 증발과 7 차시 응결의 개념을 한차시로 재구성한 단원이다. 본
차시는 와카워터의 원리인 증발과 응결의 개념을 이해시키며, 교과서의 학습 목표도 달성하
려는 의도로 개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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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은 ‘마술’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물이 증발되어 사라지는 실험과, 얼음물컵 표면에 수증기의 응
결로 인하여 무게가 달라지는 실험을 도입으로 활용한다. 이어 전개 활동으로 증발의 다른 예인 건조사
과를 관찰하여 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추리하고, 컵의 무게가 달리진 까닭도 생각해본다. 이로써 증
발과 응결의 개념을 이해한 학생들은 생활 주변에서 증발과 응결의 다양한 예를 알아보고, 물송과 물의
순환송을 쟁반노래방을 통해 익히며 물의 상태변화와 순환과정을 습득하게 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창
상
물이 사라지고, 얼음물컵읨 무게
사라진 물과, 무거워진 의
STEAM 황
가 늘어난 까닭을 추리한 후 생
물로 이루어진 컵마술 적
학습준거 제
활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증
소개하기
설
시
발과 응결 현상을 찾아보기
계

물송과 물의 순환송을
듣고 가사에 맞춰
부르며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감성적 체험

나.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
과목

영역

단원

관련 성취기준
［4과14-02］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
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4-2 물의
과학

물질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상태변화
［4과14-03］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변화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과17-01］물이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순환하는

4-2 물의

과정을 생명체, 지표면, 공기 사이에서 일어

여행

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
다.

국어

수학

듣기․말
하기
수와
연산

4-1 3.
내용을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간추려요
3-1

[4수01-13] 분모가 10인 진분수를 통하여 소수 한 자리수를

6.분수와
소수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다.
[4수-15]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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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성
적
체
험

다. 학습 목표
1. 물이 수증기가 될 때의 변화와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2. 우리 생활에서 증발과 응결에 관련된 예를 찾아 설명 할 수 있다.

라. 지도상 유의점
· 이 차시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하고, 다시 수증기에서 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가역성
을 관찰하도록 구성하였다.
· 4학년 2학기 2. 물의 상태변화 5차시 식품 건조기에 넣은 사과 조각의 변화 관찰하기 수업
을 이용하여,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증발하는 현상을 관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증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시키고자 한다.
· 또한 순환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증발과 응결 현상을 탐색하고 생활 속의
다양한 사례로 그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활동2의 측정 활동이 끝난 뒤 플라스틱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을 휴지로 닦아 색깔이 없음
을 알아보고, 무게를 측정했을 때 처음과 변함이 없음을 통해 플라스틱 컵 안의 주스가 밖으
로 나온 것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마. 교수·학습 과정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교사용

컵 마술 소개하기

( 10분)

안내

자료 1

➀ 쟁반위의 컵
도입

준비물

➀쟁반, 분무기
쟁반에 분무기로 충분히 물을 뿌려놓은 후 컵 하나를 투명한 플라스틱
엎어 놓는다.
컵
➁ 저울위의 컵

➁ 뚜껑이 있는

투명한 컵에 색이 있는 주스와 얼음을 넣고 뚜껑을 덮 투명한 플라스틱
어 은박접시위에 올려놓은 채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 컵, 주스, 조각얼
음 여러개, 은박

한다.

접시, 전자저울

- 32 -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준비물

증발 현상과 그 결과 관찰하기

-식품건조기에 넣은 사과조각과 지퍼백에 넣은 사과 · 실험관찰 21,23
조각의 모양, 크기, 맛등을 비교하여 관찰해보기
전개

-식품 건조기에 넣은 과일 조각이 변한 까닭 추리하기

※수업

-물이 수증기가 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부른다.

미리 준비

( 20분)

전날

·식품건조기에
CD

컵표면과 컵무게 변화의 까닭 찾아보기

-➁번 컵의 표면 관찰하기

넣은 사과조각
· 지퍼백에 넣
은 사과 조각

-은박 접시 위 관찰하기
-처음 무게와 나중 무게 관찰하기
-컵의 무게가 달라진 까닭 추리하기

ET

증발과 응결의 다양한 예 찾아보기

-➀의 쟁반위의 물은 사라지고, 컵 안의 물은 그대로
전개
( 20분)

있는 것을 관찰한다.
-물이 증발하는 다른 예 찾아보기
: 식품 건조, 젖은 머리카락 말리기, 빨래 말리기 등
-물이 응결하는 다른 예 찾아보기
: 냄비 뚜껑 안쪽에 맺힌 물방울, 풀잎에 맺힌 물방울 등

정리
( 10 분)

ET

학생 활동지1

쟁반 노래방

:물송, 물의 순환송 듣고 가사 맞춰 부르기

물송,
물의 순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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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사용 안내 자료
[교사용 안내자료-1]

컵 마술의 원리

[기화]
기화란 액체 상태인 물질이 기체 상태인 물질로 변하는 현상으로, 주로 증발하거나
끓을 때 기화 현상이 나타난다.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열에너지의 흡수
때문이다. 즉, 고체인 얼음이 열에너지를 흡수해 액체인 물이 되고, 물이 열 에너지
를 흡수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것이다.

[쟁반 위의 컵]
일반적으로 비커에 물을 넣어 눈금을 읽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증발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실험은 하루 이상이 소요되며, 그다지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도 하
다. 반면, 쟁반에 물을 뿌리고, 컵을 엎어 놓는 실험은 수업 시간 동안에도 쟁반위
의 물이 증발하여 학생들이 바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식품 건조기의 원리]
식품 건조기는 따뜻해진 공기를 이용해 음식물 안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는 기
계이다. 건조기의 상단이나 하단에 부착된 열풍기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온다. 이 공
기가 대류 현상으로 음식물을 지나갈 때 공기의 열 때문에 음식물 안의 물이 증발
하게 된다. 인위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주변의 열을
이용해 물이 증발하는 자연 건조보다 물이 증발하는 시간이 짧다.

쟁반위의 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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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생 활동지
[학생용 활동지 1]

물송

나는 세 가지 상태로 있어
고첸

이나

라 하지

액첸 흐르는

는 기체 상태
시원한~ 팥빙수~ 재미있는 스케이트
마시거나 씻고 물놀이 하고 (요!) 송편이나 쪄 먹어볼까
나는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 (요!) 생물에게 꼭 필요하지
은 많아 그렇지만 짜 안짠 물은 육지의
~ 파괴되고~
소중한
(요!)

심각해

양이 줄어들어 부족해져
을 아껴써줘요

물이 차게 얼면

커져 (요!)

도 막 부서지고

물이 증발하면
가 돼 (요!) 햇볕에 빨래 마르네
오징어~ 옥수수~ 딱딱하게 잘 말랐나요
수증기는 차가우면 다시 물로
(요!) 유리컵에 물방울 서렸네

- 35 -

해

[학생용 활동지 2]

물의 순환송

햇빛이 비춰지면 기온이 올라(

!)

지구상의 물은 수증기가 되고(

!)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 구름 되고(

!)

더 합쳐져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
강이 되고 지하수 되어 바다로 간다.
공기중의

는 구름 되려다

새벽 되어 추워지면
무거워진 수증기는
겨울 되어 추워지면

이 되고(

!)

가 되려다
으로 내린다!(

!)

시냇물 강과 바다 호수 지하수 물은 흘러흘러 동식
물을 먹이고
수증기 안개 구름 눈비에 얼음까지
모습을 바꾸면서 지구를 맴돈다!
지표와 대기 사이 어디나 있는 물
고체
액체
기체
지구상의 물의 양은 변치 않아 지구의 물의 순환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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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와카워터가 뭘까??

가. 차시개요
1) 와카워터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2) 와카워터의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생명과 지구

주제(단원)명 물의 상태 변화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S
T
E
A
M

개발 의도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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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와카워터가 무엇인지 알고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연계과목
사회
기능
성취기준 영역
고장의 지리적 특성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미치는 영향 탐구
수증기가 응결하는 원리 이해하기
와카워터의 공학적 구조 이해하기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 발견하기
연속적인 변량에 대한 자료를 꺽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와카워터프로젝트가 생겨나게 된 이유를 알고 간단한 실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확인하며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함으로써 와카워
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도입
- 그림을 보고 추측하며 이야기하기
-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하기
▷ 전개
- 와카워터의 과학적 원리 알기
- 와카워터의 구조와 작동 원리 이해
- 와카워터를 용용할 수 있는 시설 생각해보기
▷ 정리
- 와카워터 만들기 준비 안내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상
STEAM 황
학습준거 제
시

물 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한다.

창
의
적
설
계

와카워터의 구조와 소재의 특성
을 이해하고 와카워터를 인간의
삶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
야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 37 -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
은 꼭 필요한 것이며
물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의 인
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
한 일임을 일깨워준다.

감
성
적
체
험

나.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
과목

과학

국어

영역

단원

관련 성취기준

생명과

물의 상태

지구

변화

[4과14-03]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듣기

이야기를

말하기

간추려요

측정

각도

자료와

꺽은선

가능성

그래프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4수03-12]
각의 크기의 단위인 1도(°)를 알고, 각도기를 이용
하여 각의 크기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수학

미술

체험

생활 속에서
찾은 미술

우리가
사회

기능

살아가는
모습

[4수05-02]
연속적인 변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꺾은선그
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4미01-03]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
할 수 있다.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4사02-01]
우리 고장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것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다. 학습 목표
와카워터가 무엇인지 알고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라. 지도상 유의점
1) 와카워터프로젝트가 생겨나게 된 이유를 지리적 특성을 들어 설명한다.
2) 와카워터의 원리를 설명할 때에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며 간단한 실험을 통해 스스로 원
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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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수·학습 과정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ET
와카워터의 필요성 알기
 그림을 보고 추측하며 이야기하기

Co

※ 질문

사진 자료

- 이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도입

-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5분)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하기
-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 자
연스럽게 와카워터가 만들어진 이유와 필요성을 소개)
CD

와카워터의 과학적 원리 알기



물의 응결 이해

- 전 차시에 배운 물의 응결을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

찬물 200ml, 얼음
약간, 비커

※ 실험방법 – 비커에 물 200ml와 얼음을
조금 넣고 상온에 보관하며
비커의 표면이 어떻게 되
는지 관찰
※ 관련 동영상 - 물의 응결 관련 동영상


전개

아프리카의 자연환경과 기후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프리카(에티오피아)의 월 평균

학생 활동지
AcceWeather

기온과 강수량을 조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기

(30분)

(※ AccuWeather 이용하여 ‘아디스 아바바’ 검색)

- 평균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은 언제인지 알아보기
-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가 가장 큰 달은 언제인지
알아보기
와카워터 소개 영상
CD

와카워터의 구조와 작동 원리

 와카워터의 구조
- 와카워터의 뼈대 구조의 이해
- 와카워터 그물망과 물통의 역할


와카워터의 재료

- 와카워터를 만드는 재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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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론 소재의 특징 이해하기
 와카워터와 인간의 삶
- 와카워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곳
- 와카워터를 응용할 수 있는 시설 생각해보기

와카 하우스

와카 가든

와카 화장실

ET

학습 내용 정리
※ 질문
- 이 아이들에게 어떤 와카워
터를 선물하고 싶은지 생각

정리
(5분)

해보자,
- 아이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
라질까요?

 다음 차시 안내 및 과제 제시
- 다음 차시에는 와카워터를 제작할 것임을 안내
- 나만의 와카워터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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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 응용 작품

바. 교사용 안내 자료
[교사용 안내자료]
<와카워터의 기본 원리>
기후와 관계없이 공기에는 항상 물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투로 비토리
(와카워터 제작자)는 물의 양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전 세계 모든 공기로부터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와카워터의 기본 원리는 이렇다. 아프리카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와카나무로 뼈대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 위에 그물망을 덮어두면 낮과 밤의 일교차로 이슬이 맺히게 되어 밑에
있는 물통에 물이 모이게 된다. 이렇게 모인 물이 하루에 무려 약 100L나 된다고 한다. 일
교차를 이용해 무이 생기기 때문에 에어로솔(연기나 안개처럼 기체 중 고체 또는 액체의 미
립자가 부유하고 있는 상태의 총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건조한 지역일수록 와카워터를
설치하기에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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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워터는 공기로부터 물을 쉽게 얻기 위해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비와 안개, 이슬
을 통해 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얻어진 물은 하루에 약 100L 가량이라고 한다. 이러한
와카워터의 크기는 약 10m의 정도인데 무게는 겨우 80kg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구
조도 괸장히 간단하고 쉽게 되어 있어 10명의 사람이 30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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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생용 학습 안내 자료
[학생용 학습 안내자료]

<세상에서 가장 착한 건출물 와카워터>
알고 있나요? 아프리카에서만 매일 10억 명의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기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어느 마을에서는 매일 6시간 넘게 걸어 겨
우 물을 얻지만, 그렇게 힘들게 구한 물이 흙탕물이거나 오염되어 오히려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탈리아의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Arturo Vittori)는 물
부족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깨끗한 물을 모을 수 있는 와카 워터
(Warka Water)라는 장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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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 워터는 대나무 등 식물의 줄기를 엮어 틀을 만들고, 거기에 이슬 이 잘
달라 붙도록 촘촘한 나일론 소재의 그물을 달아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곳이 많아서 응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응결 현상을 이용

한 이 와카 워터를 사용하면 하루 95L 정도의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와카 워터가 세워진다면 아프리카 아이들도 힘들게 마실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카 워터의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손쉽게 물을 마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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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 워터는 특별한 기계 장비 없이도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싸
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설치하기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
습니다. 간단한 청소만 해 준다면 유지와 관리가 쉽고, 친환경 재료 사용으로 환
경오염이 없습니다.
이 와카 워터가 지구상 그 중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
겠지만 식수로 사용할 만큼의 물은 공급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잠시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공기 중의 물을 모아 식수로 만드는 똑똑한 와카 워터. 이러한 와카 워터에는
물 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담겨 있답니다.

<출처 – 에듀넷 티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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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생 활동지
[학생용 활동지]

< 에티오피아의 월별 강수량과 평균 기온 >
☆ 인터넷을 이용하여 에티오피아의 월별 강수량과 평균 기온을 검색합니다.
- 에티오피아의 강수량과 기온 검색 → AccuWeather
(오른쪽 QR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아디스 아바바’를 검색하세요.)
☆ 아래 그래프를 이용에 기온은 꺽은선 그래프로, 강수량은 막대 그래프로 표기하세요.

34℃

260

32℃

240

30℃

220

28℃

200

26℃

180

24℃

160

22℃

140

20℃

120

18℃

100

16℃

80

14℃

60

12℃

40

10℃

20

기온

1

2

3

4

5

6

7

8

9

★ 평균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은 언제입니까?
★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이가 가장 큰 달은 언제입니까?

- 46 -

10

11

12

강수량

[학생용 활동지]

< 와카 워터 어디까지 써봤니? >
☆ 와카워터의 원리를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 와카워터의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곳을 떠올려봅시다. 그리고 나만의 작품 설계도를 그려봅시다.
<작품 설계도>

작품명:

작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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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시 – 와카워터를 디자인해보자!

가. 차시개요
3차시에 학습한 와카워터의 원리 파악에 이은 단계로 직접 와카워터를 디자인 하는 시간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한 와카워터의 모양을 스케치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차시이다.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수학
[4 수 02-11] 도형
6. 다각형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 4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알 수 있다.
4~5/9

점, 선, 형의 조형요소를 이해하며 다각형의 개념을 알고 와카워터 장치를 디자인 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미술
[4미02-05] 조형
성취기준 영역
S 과학 - 물의 순환
T
STEAM
E
요소
A 미술 – 조형(점,선,면)
M 수학 – 도형
물의 순화 과정에서 기체인 수증기를 액체인 물로 바꾸는 장치인 와카워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먼저 미술에서의 조형요소인 점, 선, 면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학에서 점, 선, 면으로
개발 의도
이루어진 다각형을 배운 다음 그 다각형으로 와카워터의 지주대 역할을 하는 형태를 디자
인하도록 함.
학습목표

와카워터를 디자인하기 전에 미술 교과서에 있는 미로가 그린 햇볕 속의 사람들과 개의 그림
을 보고 조형요소인 점, 선, 형, 색, 질감, 양감 등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도입 단계에
실시하여 조형요소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수학의 다각형에서 점, 선, 면으로 이루어
진 정다각형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 다음 와카워터의 기둥이 되는 틀을 여러 정다각형 중에 한
가지 다각형으로 형태를 구성하도록 디자인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게 디자인한 자신만의 와
카워터를 다음 시간에 직접 만들어본다는 차시 예고를 통하여 자신이 디자인한 것을 실물로 만
들어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미로가 그림 햇볓 창
상
속의 사람들과 개의 의
STEAM 황
그림에서 점, 선, 형, 적
학습준거 제
설
시 색, 질감, 양감 등의
계
조형요소 찾기

여러 정다각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와카워터 형태를
정다각형으로 디자인하기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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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디자인한
와카워터 디자인들을
보면서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다양성의 아름다움
느끼게 하기

감
성
적
체
험

나.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
과목

영역
생명과

과학

지구

수학

도형

미술

조형

단원

관련 성취기준
[4과17-02]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5. 물의 여행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
사할 수 있다.

6. 다각형

[4수02-11] 다각형과 정다각형의 의미를 안다.

2. 점,선,형의
만남

[4미02-05] 조형 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 학습 목표
점, 선, 형의 조형요소를 이해하며 다각형의 개념을 알고 와카워터 장치를
디자인 할 수 있다.

라. 지도상 유의점
1)

조형요소를

찾을

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형태가

이루어

지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2)

정다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같다는

점을

이해하고

와카워터

디자인

할

때 각 변의 길이가 같도록 그리도록 안내한다.
3)

각

기둥과

각뿔의

모양은

예시

자료이므로

의 형태를 그려도 된다고 안내한다.

마. 교수·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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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둥이나

각뿔

모양

이외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작품 속에서 조형 요소 찾기

준비물
그림 파일

- 미로의 <햇볕 속의 사람들과 개> 그림을 보여주고
조형요소를 찾아본다.
도입
( 10분)

-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 어떤 점, 선, 형, 색이 사용되었나요?
- 배경의 질감은 어떠한가요?
- 점, 선, 형, 색, 질감, 양감 등과 같이 대상을 표현하
는 기본적인 요소를 조형요소라고 합니다.

미로, 햇볕 속의
사람들과 개

Co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 알아보

기

수학책
122~123

- 여러 다각형 중에 변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기
- 여러 다각형 중에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
-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
전개
(60분)

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 다각형의 종류에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CD

다각형으로 와카워터 디자인하기

와카워터
디자인 사진

- 와카워터 모양 정하기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삼각뿔, 사각뿔 등

설계용지

- 모양에 맞게 1가지 종류의 다각형으로 그리기

ET

정리
( 10 분)

나만의 와카워터 디자인 분류하기

- 자신이 만든 와카워터 디자인을 칠판에 붙이기
- 모양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기
- 다음 시간에 자신이 디자인한 와카워터를 만들어 보
겠다는 차시예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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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바. 교사용 안내 자료
[교사용 안내자료]

1) 다양한 와카워터 모양 예시 자료

한국 스트로베일 건축연구회 https://cafe.naver.com/strawbalehouse/30544

스마트큐 영재 수학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zimath/22082636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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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안내자료]

스마트큐 영재 수학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zimath/220826367327

스마트큐 영재 수학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zimath/22082636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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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생용 학습 안내 자료
[학생용 학습 안내자료]

1) 다각형 모양 알기

https://blog.naver.com/qkqh2415/100179502315

2) 각기둥 모양 알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2337&cid=58663&cat
egoryId=58667

3) 각뿔 모양 알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7752&cid=47308&categoryId=4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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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생 활동지
[학생용 활동지]

나만의 와카워터 디자인 하기

____학년 _____반 _____번
이름 : _________________
※ 디자인 순서
1. 여러 가지 각기둥이나 각뿔 모양 중에 1가지를 정하고 설계도에 큼직하게 그린다.
2. 정한 모양에 맞게 다각형 중에 한가지 모양을 선택하여 채워서 그린다.
3. 셀 1칸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1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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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차시 – 와카워터를 만들어보자!

가. 차시개요
본 차시는 앞차시에서 디자인한 와카워터를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이다. 학생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와카워터 계획서를 토대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제작
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본 차시의 수업 시간은 60분으로 계획하였다. 학생들이 계획한 디자
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3D 프린터, 3D펜, 페이퍼 크래프트)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미술
[초등학교] 나. 표현

주제(단원)명 와카워터를 만들어 보자!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4 미 03-03]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6~7/9

3D 프린터, 3D 펜, 페이퍼 크래프트의 사용법을 익혀 내가 디자인한 와카워터를 만들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과학
[초등학교] 더. 물의 여행
성취기준 영역
S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와카워터 만들기
T 3D 프린터, 3D 펜, 페이퍼 크래프트 모델링하기, 사용법 익히기
STEAM
E
요소
A 여러 표현 재료를 이용하여 와카워터 모양 디자인하기
M 주어진 도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
종이에 디자인한 와카워터를 3D 프린터, 3D 펜, 페이퍼 크래프트 등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
개발 의도 로 제작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모델링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이 실
제 산출물이 되는 과정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린팅 기술을 익힌다.
본 수업은 앞서 자신이 종이에 디자인한 와카워터를 3D 프린터, 3D 펜, 페이퍼 크래프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으로 되어있다. 학생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종이에 디자인된 와카워터
계획서를 토대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제작하도록 한다. 자신이 생각한 디자인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모델링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 생각한 부분은 수정해가며 모델링하도록 한다. 모델링이 끝나면
와카워터를 프린팅하여 실물을 제작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3D 프린터, 3D 펜, 페이퍼 크래프트 모
델링 방법과 프린팅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와카워터를 발표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친
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3D 프린터, 3D 펜, 페이퍼 크래
창
감
상
프트 등 자신의 생각한 와카워터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의
와카워터를 제작하는
성
STEAM 황
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여 와카워
와카워터를 의도한대로 적
과정에서 느낀 점과
적
학습준거 제
터 제작하기
모델링하여 제작하기
설
결과물 발표
체
시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
계
험
분을 수정하며 모델링함
학습목표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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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
과목
과학

영역
물의
여행

미술

표현

수학

도형

단원

관련 성취기준
[4과17-01]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

5. 물의 여행

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3. 생각과

[4미03-03]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

느낌대로

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4수02-12] 주어진 도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나 채울 수 있다.

다. 학습 목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내가 디자인한 와카워터를 제작할 수 있다.

라. 지도상 유의점
1. 각 방법들의 특징을 알고 학생들이 상상한 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학생
스스로 직접 선택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2. 작품을 실제로 제작하기 전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며 계획한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여 모델
링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마. 교수·학습 과정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ET 3d프린터, 3d펜, 페이퍼 크래프트 작품 살펴보기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터 작품, 페이

준비물

퍼 크래프트 작품 사진 살펴보기
-제작 방법들의 특징 이야기 나누기
도입
(5분)

PPT 사진
자료

◉ 학습 문제 확인하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내가 디자인한 와카워터를
만들어 봅시다.
◉ 학습 활동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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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제작 방법 선택하기
<활동 2> 와카워터 모델링하기
<활동 3> 와카워터 프린팅하기
활동 1 제작 방법 선택하기
-3d프린터, 3d펜, 페이퍼 크래프트 중 내가 디자인한
CD

와카워터를 만들기에 적합한 제작 방법 선택하기
-내가 선택한 까닭 정리하기
-완성된 작품을 생각해보며 계획서에서 수정하거나 보
완할 곳이 없는지 살펴보기
활동 2 와카워터 모델링하기
-각각의 활동에 맞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
CD

델링하기
전개
(45분)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며 길이를 잘 계산하여 모델링 컴퓨터, 프린
터, 3d 프린
하도록 한다.
-잘못된 곳이 없는지 여러 방면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터, 3d 펜,
학생 활동지

활동 2 와카워터 프린팅하기
-각자 선택한 방법으로 와카워터 제작하기
ET

-3d 프린터: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3d 펜: 자신이 모델링한 틀에 맞추어 3d펜을 이용하
여 만들기
-페이퍼 크래프트: 도안을 출력하여 접어서 만들기
(작품을 제작하여 완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시간 안에 완성하지 못한 학생은 방과 후를 이용하여
완성하도록 한다.)
정리하기
-제작된 와카워터 결과물 발표하기
ET

정리
(10분)

-완성하지 못한 학생은 모델링한 것으로 설명하기
-방법을 선택한 까닭, 잘된 점, 부족한 점 이야기하기
-제작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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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사용 안내 자료
[교사용 안내자료]

<3D 프린팅에 대한 이해>
3D 프린팅 기술은 컴퓨터의 3D모델링 소프트웨어로 완성한 입체 모형을 여러 층
으로 나눠 한 층씩 쌓아 올려 3차원 모형을 완성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기존의 프
린터는 평면에 잉크를 가지고 출력하는 방식이라면, 3D 프린터는 플라스틱 소재(필
라멘트)를 재료로 입체 공간에 입체 조형물을 출력한다.

<3D 프린터 원리>
3D 프린팅 원리는 절삭형과 적층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절삭형은 덩어리로 된 재료를 놓고 말 그대로 절삭해 나가며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다. 재료를 깎아내면서 만들기 때문에 낭비되는 재료가 생기고 가루가 날리는 단점
이 있다.
반면에 적층형은 가루나 액체형태로 되어있는 프린팅 원료를 설계도의 틀에 따라
평면에 단단하게 응고시키고 이것이 여러 차례 번갈아 반복되어 층층이 쌓이면서 3
차원의 물건이 만들어지는 원리이다. 적층 가공법은 비교적 복잡한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제작과 채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한 부분에만 재료
를 쌓아가기 때문에 재료의 낭비가 없고 노즐의 두께에 따라 세밀한 적층이 가능하
여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적층형 3D 프린터에는 일반적인 프린터와 다르게 휴대가 가능하고 직접 손으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펜으로 된 3D프린터도 있다. 이것은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정확한 제품을 프린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적절하지 않지만 간단한 모형을 만
들거나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3D 프린터 종류>
3D 프린터는 출력하는 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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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M방식>
3D프린팅 기술 중 FDM방식은 플라스틱 재료를 녹여 노즐에서 분사하여 적층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다.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고 다소 느린 속
도의 출력이지만 저정밀도에 내구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FDM방식은 3D프린터
마다 정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린터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3D 프린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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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고자 하는 물체의 도면을 그리는 것이다. 3D 도면을 그
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확장자만 맞추어 저장해준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사용
가능하다. 프린트하려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편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
이 좋고 보통 팅커캐드, 오토캐드, 라이노, 인벤터, 스케치업, 123D design 등을
사용한다.
모델링을 끝냈다면 STL, STP, OBJ, 3DM 등의 확장자로 저장을 해야 3D 프린팅이
가능하며 보통 오류가 적은 STL 확장자를 선호한다.
-프린팅
모델링 한 파일을 3D프린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이 제대로 되었는
지, 어떻게 프린트를 할 것인지 등을 체크하고 프린트를 시작한다.
-피니싱
간단한 모양이라면 한 개의 물체로 프린트해도 되지만 구조가 복잡하다면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야 한다. 프린팅된 물체의 끝부분을
사표로 다듬어주고 조각들을 조립한다.

<3D프린터 소프트웨어 살펴보기>
3D프린터에 적합한 stl 파일은 메쉬가 모두 닫힌 구조여야 한다. 보통 모델링 설
계 때는 메쉬의 홀이나 오버랩핑, 뒤집어진 면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모델링 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3D프린팅을 할 때 간혹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netfabb는 모델의 메쉬 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기능이 있
다. 3D프린팅을 하기 전에 netfabb로 미리 모델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Tinker CAD를 활용해 3D 모델링하기>
Tinker CAD는 AutoDesk사에서 개발한 교육용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다. Tinker
CAD는 다른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달리 웹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모델링이 가능
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웹 브라우저 리소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고용량
모델링보다는 간단한 모델링 실습용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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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ker CAD 조작법>
1. 마우스 조작

2. 키보드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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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하기>
1. 도형 크기 조정, 회전, 이동

2. 도형 더하기

3. 도형 빼기

4. 도형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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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형 반전

6. 3D 출력 파일 만들기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코코아팹 사이트 https://www.kocoafab.cc/]

<페이퍼 크래프트>
종이 도면을 오리고 접합하여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것으로 그 구조는 3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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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곤을 이용해 입체를 구현해내는 것과 동일하다. 실제 폴리곤 도면을 펴서 접합
면만 붙이면 바로 페이퍼 크래프트 도면이다.
A4사이즈의 복사용지 등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인쇄용지로 만들 경우 내구성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잉크젯 전용지 등 어느 정도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종이를
주로 사용한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경우 완성품 위에다 우레탄 등 투명한 수지를
바르거나 뿌려서 종이를 강화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프로그램만 있으면 비전문가도 입체 모형을 만들 수 있고, 재료도 다른 공작류
에 비해 돈이 적게 든다. 또, 숙련도에 따라 얼마든지 고퀄리티의 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페이퍼 크래프트 모델링 프로그램과 과정>

먼저 페이퍼 크래프트를 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야하는데 3차원 도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은 메타세콰이어, 라이트웨이브, 3d맥스, 블랜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프
로그램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모델링을 하고 저장을 한다. 이 때 파일은
pdo파일로 저장하고 ‘페파쿠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러오기 한다. 페파쿠라
에서 파일을 불러 오면 모델링한 파일이 나오고 이를 이용해 전개도를 만들어 출력
이 가능하다.[참고-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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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생용 학습 안내 자료
[학생용 학습 안내자료]

<팅커캐드 이용하여 모델링하기>

작업평면이 평행이동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드

화면 회전, 시점 변경
래그
화면 확대 및 축소

마우스 휠을 위, 아래로 회전

도형의 평행이동, 수직 이동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클릭하여 드래그
도형을 마우스로 선택 시 하단의 모서리에 생기

도형의 크기 변경

는 하얀 점과 하단의 각 변에 생기는 검은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같은 비율로 확대, 축소
공중에 떠 있는 물체를 작업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드래그
물체를 선택한 후 D를 누름.

평면 바닥 면에 붙일 때
솔리드(Solid)-도형의 색상 변경, 투명 가능
구멍(Hole)- 도형 빼기를 할 때 사용, 기본 도형
Shape 작업 메뉴

을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서 겹쳐진 부분을 제거
할 때 사용

[참고 자료 및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no1tech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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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생 활동지
[학생용 활동지]

내가 디자인한 와카워터!

직접 만들어

볼까요?
학년
내가 선택한
제작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법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필요한 준비물

내가 계획한
것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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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름

8차시 – 얼마나 될까?

가. 차시개요
본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와카워터로 만들어진 물의 양을 측정해보고, 와카워터의
망의 크기와 만들어지는 물의 양사이의 관계를 유추해본다. 한 마을 혹은 1인당 사용하는 물
을 만들기 위해 어떤 와카워터를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제작한 와카워터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본다.
중심과목

수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측정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4수03-05]들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
중심과목
성취기준

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L와 1mL의 단
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들이를 측정
하고 어림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와카워터 물의 양 측정

차시

8 차시

와카워터로 만들어진 물의 양을 측정하고 와카워터 크기와 모이는 물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과학
대기와 해양
성취기준 영역
S 물의 양 측정
T 물 사용량 자료 스마트 기기 검색
STEAM
E
요소
A 물 사용량 비교하여 물 절약의 필요성 느끼기
M 와카워터 망의 크기와 모이는 물 사이의 관계 계산
학습목표

개발 의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와카워터로 만들어진 물의 양을 측정해보고, 와카워터 망의 크기와
만들어지는 물 양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본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와카워터로 만들어진 물의 양을 측정하고, 와카워터의 크기와 만들어진 물의 양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보는 차시이다. 활동시작 전 학생들은 나라별 물 사용량을 확인하고 물 부족
국가의 한 마을에서 필요한 물의 양을 예상해본다. 내가 만든 와카워터로 모인 물의 양을 측정하고
와카워터의 크기와 모인 물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또한 자료를 보고 나의 하루 물 사용량을
계산하여 물 부족 국가에 비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지 감성적으로 느끼게 한다. 물 부족
국가의 물 사용량을 알고 와카워터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된다.
상황 제시
나라별 물 사용량을
상
확인하고 물부족
STEAM 황
국가에서 마을 당
학습준거 제
필요한 물의 양을
시
예상한다

창
의
적
설
계

창의적 설계
내가 만든 와카워터로 모인 물의
양을 측정한다.
나의 하루 물 사용량을 계산하여
필요한 와카워터의 크기
예상한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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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물 사용량과
물부족 국가의 물
사용량을 비교해보고
와카워터의 필요성을
느낀다.

감
성
적
체
험

나.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
과목
수학

영역

단원

수와연

곱셈과

산

나눗셈

관련 성취기준
[4수01-05]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
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
을 할 수 있다.
[4수03-05]들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

수학

과학

측정

대기와
해양

양의측정

성을 인식하여 1L와 1mL의 단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들이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4과17-02]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물의여행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조
사할 수 있다.

다. 학습 목표
와카워터로 만들어진 물의 양을 측정하고 와카워터의 용량과 물의 양 사이의 관계를
안다.

라. 지도상 유의점
-4학년 학생이 와카워터 망의 넓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므로 학종이를 사용하여
대략적인 넓이를 가늠한다.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과 물 부족 국가의 물 사용량을 비교해보며 물 절약의 필요성을
느낀다.
마. 교수·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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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준비물

나라별 물 사용량 알아보기

-각 나라별 물 사용량이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한국의
물 사용량이 세계 3위 인 것을 알아본다.
도입

-한국과 물 부족 국가의 물 사용량을 비교해본다.

(5분)

-항목별 물 사용량을 보며 나의 하루 물 사용량이 얼

세계 물
사용량 자료

마나 되는지 짐작한다.
-물부족 국가의 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와카워터가 몇
개 필요할지 예상해본다.
CD

내가 만든 와카워터

-학생이 만든 와카워터에 하루 동안 모이는 물의 양을
와카워터

측정한다.
CD

나에게 필요한 와카워터

-항목별 물 사용량을 보며 자신의 하루 물 사용량이
학생용학습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본다.
전개

-나의 물 사용량을 보고 자신의 하루 물 사용량을 충

( 30분)

족시키기 위해 어떤 크기의 와카워터를 만들어야 하는
지 생각해본다.
-목적별 물 사용량 자료가 필요하다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검색한다.
CD

물 부족 국가의 와카워터

-물 부족국가의 1인 물 사용량을 확인한다.
-필요한 망의 크기를 예상해본다.

ET

와카워터의 필요성 알기

-자신의 물 사용량과 물부족 국가의 1인 물 사용량을
정리
( 5 분)

비교해보고 물 절약의 필요성을 느낀다.
-현재 실제 설치되어 있는 와카워터 하나로 물 부족
국가 사람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더 많
은 와카워터가 필요함을 안다.

- 69 -

스마트기기

바. 교사용 안내 자료
[교사용 안내자료]

출처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rKjV3wDGJM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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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안내자료]

⃟ 사용 목적별 물 사용량

사용항목(하루)
변기
세면용
목욕용
세탁기
싱크대
기타

물 사용량 (약)
72L
19L
29L
36L
37L
12L

출처 http://kangsy85.tistory.co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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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생용 학습 안내 자료
[학생용 학습 안내자료]

<세계의 1인당 물 사용량>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3위의 물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하여 1인당 하루 100L 정도 많이 사용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물 사용 습성을 고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물 부족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용 목적별 물 사용량>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 용수 기준으로는 1인당 177.7리
터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 목적별 물 사용량 그래프를 보면 물은 변
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변기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 가정용수는 변기, 싱크대, 세탁기, 목욕용, 세면용 순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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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생 활동지
[학생용 활동지]

하루 동안 사용한 물은 얼마일까?

다음은 아리네 가족의 하루동안 물 사용량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아리의 가족이 4명이라고 할 때 아리네 가족이 하루동안 쓰는 물의 양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한 답을 [보기]에서 찾아 아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비밀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1회 물

1인당

사용량

사용 횟수

마시는 물

0.2리터

5회

4명

빨래

300리터

1회

․

양치 물

0.5리터

3회

4명

손 씻기

5리터

6회

4명

변기 물

8리터

7회

4명

설거지

4리터

3회

․

샤워

60리터

1회

3명

목욕

100리터

1회

1명

가족 수

하루 동안

비밀 메세지

사용한 양
4리터

우

6리터

하루동안 아리네 가족이 사용한 물의 총량

(

)리터

[물 사용량 계산 방법 = 1회 물사용량 × 1인당 사용횟수 × 가족 수]
[보기]
계산한
답
비밀
메세지

100

180

300

12

120

6

224

4

가

국

리

족

물

도

부

우

아리의 비밀메세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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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어떤 크기의 와카워터를 만들까?>

1. 내가 만든 와카워터의 망 크기와 물의 양을 살펴봅시다.

와카워터의 망의
크기

모인 물의 양

(

)L

2. 나에게 필요한 와카워터의 크기를 계산해봅시다.

사용항목(하루)
변기
세면용
목욕용
세탁기
싱크대
기타
★ 나의 하루 물 사용량은? (

물 사용량 (약)
72L
19L
29L
36L
37L
12L
)L

★ 나에게 필요한 와카워터의 크기는 ?

3. 물 부족 국가의 주민에게 필요한 와카워터 크기를 계산해봅시다.

★ 1인당 하루 약 100L가 필요하다면 와카워터
의 크기는 내가 만든 와카워터 (
정도의 분량이 된다.

4. 와카워터를 한 곳에 여러 대 설치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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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9차시 – 생명을 살리는 물!

가. 차시개요
본 차시는 앞 차시에 활동한 결과물을 더욱 의미있게 여길 수 있도록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여러 날 동안 와카워터에서 모은 물은 많고 적음의 양과는 상관없이 모
둠원의 연구와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모아진 물을 생명을 지키는데 쓴다면 얼
마나 보람을 느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활동이다. 학생들은 물을 이용한 장치를 생각해보
고, 직접 설계해본다.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생명의 연속성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4 학년
[4과05-02]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중심과목
성취기준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3-01]씨가 싹트거나 자라는데 필요

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와카워터로 모은 물로 생명을 살려보자.
차시
9/9
생명을 살리는데 물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와카워터로 모아진 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목표
생각해본다.
실과(5 학년 연계활동)-기술활용
기술활용[6실05-04]
연계과목
연계과목 미술-체험
체험[4미01-04]
성취기준 영역
수학-측정
측정[4수03-05]
S 사막에 사는 식물의 특징과 사막의 환경 이해하기
T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물의 양 측정하기
STEAM
E 와카워터에서 모아진 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요소
A 와카워터와 물 저장 기구를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제작하기
M 와카워터로 모인 물의 양을 들이의 단위로 측정하고, 덧, 뺄셈으로 물의 양을 계산하기
와카워터로 모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모아진 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의도
창의적으로 생각해 봄으로써 물과 생명의 연관성과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이다.
본 차시는 물과 생명 분야에서 적정 기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황에 알맞은 적정 기술을 고민해 보는 기회
를 갖고자 설계하였다. 학생들은 생존의 달인에서 와카워터의 원리와 같은 방법으로 식수를 구하는 생존의
달인을 보고, 만든 물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본다. 3차시에서 잠깐 소개되었던 와카 하우스,
와카가든, 와카 화장실 등을 예시자료로 제공한 후, 직접 와카워터의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
다. 허무맹랑하고, 현실 활용이 불가능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와카워터로 모인 적은 양의 물
도 굉장한 성과로 바라보면서 물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적정 기술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물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은 친환경 녹색 성장의 핵심이며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기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창
감
상
내가 설계한 장치가 살
생존의 달인을 시청하 의 다양한 와카워터 시설의 장단점
성
STEAM 황
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고 와카워터의 원리와 적 을 생각해본다.
적
학습준거 제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비교해본다.
설 나만의 장치를 만들어본다.
체
시
본다.
계
험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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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
과목

영역

단원
생활속에서

미술

체험

미술을
만나요

관련 성취기준
[4미01-04]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4수03-05]들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

수학

실과

측정

양의측정

기술활
용

물의여행

성을 인식하여 1L와 1mL의 단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들이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6실05-04]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다. 학습 목표
-생명을 살리는데 물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와카워터로 모아진 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라. 지도상 유의점
- 4학년 학생들이 고안한 장치는 실제 작동이 불가능한 작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적정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물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본 차시의 목표이므로 작품의 작동 여부에 대하여 크게 의미를 두지 않도록 한다.
- 학생들의 설계 과정에서 교사는 적정 기술을 통하여 지구상의 많은 인류가 도움을
받고 있음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교수·학습 과정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입
(5분)

준비물

생존의 달인

-2018.9.3.일 방영된 『생활의 달인-생존의 달인』편
에 방송된 와일드 캠핑 기술 중 스타킹으로 바닷가 해
무를 이용하여 물을 만들어 내는 영상을 소개한다.
-학생들이 제작한 와카워터와 생존의 달인의 방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 무인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와카워터로 모은 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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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
영상자료

학습과정
CD

교수·학습 활동
전차시(3차시)에 소개 했던 시설의 원리와 장단점

준비물

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기

와카 하우스

와카 가든

학생용

전개

활동지

( 30분)
와카 화장실

CD

와카워터에 모인 물을 활용하는 나만의 장치를 만

들어보자.
-와카워터로 모은 물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와카워터에서 모아진 물을 옮기기 위한 방법을 생각
해보자.

ET

물과 생명의 소중함 알기

-내가 만든 장치를 활용하여 어떤 생명을 살릴 수있을
정리
( 5 분)

학생용

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
-문장 만들기를 통하여 물의 소중함을 생각한다.
‘ 물은_____________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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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벨 판

[교사용 안내자료]

1. SBS 생활의 달인 중 생존의 달인(2018.9.3.일 방영분)

생존의 달인 정서현은 나뭇가지를 구부려 스타킹에 넣은 후 빈 물통에 꽂아
해변에 두고 하루를 지낸다. 다음날 확인해 본 결과 물통에는 짠 바닷물이
아닌 맑은 물이 담겨 있었고, 그 원리가 바다 안개인 해무가 스타킹의 좁은
망을 통과하며 응결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 장면을 통하여 학생들은 와카워터와 생존의 달인이 만든 장치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생각하여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lifemaster/vod/55733/22000294908

2.이해하기 쉬운 바다날씨-해무
https://www.youtube.com/watch?v=aUYDP9fXk-k

- 78 -

/A]
A+
[

여름 휴가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의 구름이 점점 바다 수면 위로 내
려와 바다 위에 구름이 자욱하게 깔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를 바다안개, 해무(Sea Fog)라고 부르는데 바닷가에 해무가 발생하면 바다와 구름이 붙
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장관을 연출한다. 하지만 해무는 보기에는 멋있게 보일지 몰라
도, 시야를 1km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강릉 앞바다에서 추락한 우리 공군 전투기 F-5F 제공호의 추락원인도 해무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지난 6월18일 강릉 앞바다에서 발생한 F-5F 추락사고가 짙은 해무로 인
해 조종사가 활주로를 발견하지 못해 일어났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공군은 언론발표문에서 “이번 사고는 임무를 마치고 기지(강릉비행장)로 귀환하던 중 착륙
경로 상에 국지적인 해무 유입으로 인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조종사가 착륙을 시도하다
가 해면과 충동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휴가철 피서객에게 멋진 풍경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공군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 바다안개, 해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안개, 대기 중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하면 형성
바다안개, 해무는 바다에 끼는 안개의 총칭이다. 기상학적으로 따뜻한 해면의 공기가 찬 해
면으로 이동할 때 해면 부근의 공기가 냉각돼 생기는 안개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
월~10월에 주로 나타나며 휴가철인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주로 경기만 일대와 남해
중부 해역 및 울릉도 근해에서 많이 발생한다.
안개는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 응결해 물방울의 형태로 지표 위에
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안개가 발생하면 관측자의 가시거리를 1km 미만으로 감소시킨다.
구름과 안개의 차이는 그것이 지면에 접해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
다. 지형에 따라 또는 관측자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구름이 되기도 하고 안개가 되기도 한
다.
안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돼
있어야 하며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 공기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
결돼야 한다. 그러므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표 가까이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거나 주변
에 수증기의 공급원이 많아 습도가 높을 경우 안개가 잘 발생한다.
공기를 서서히 냉각시켜 어떤 온도에 다다르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 이슬이 생기는
데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 이른 아침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지면에 있는 돌
표면이 젖어 있는 것은 야간복사에 의해 돌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서 수증기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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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에 응결하기 때문이다.
대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한다. 한낮의 경우 온도가 높
으므로 이 때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기온이 낮은 새벽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새
벽이 되면 기온이 한낮보다 떨어지면서 포화수증기량 역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낮
동안 대기가 품었던 수증기량은 새벽 온도가 품을 수 있는 포화수증기량을 초과한 많은 양
이므로 대기 속 여분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게 된다. 이 물들이 바로 안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개는 공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생기지만 공장 지대에서는 응결핵이 많으므
로 습도가 80% 정도인 경우에 생기기도 한다. 응결을 촉진시키는 흡습성의 작은 입자를 응
결핵이라고 하는데, 응결핵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에서도 안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다안개인 해무의 경우에는 바다 대기 속의 염분입자가 응결핵으로 작용한다.
냉각안개, 복사안개-이류안개-활승안개 등 형성
불포화공기에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공기를 냉각시키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안
개는 크게 증발과 냉각에 의해 생성된다. 이에 따라 안개는 크게 냉각안개와 증발안개로 분
류한다. 냉각안개는 지면과 접해 있는 공기층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가 되면서 발생하는 안
개를 말하며 여기에는 복사안개, 이류안개, 활승안개가 있다.
복사안개는 지표면의 복사냉각에 의하여 지표에 접하는 공기가 냉각돼 생기는 안개를 말하
며, 땅안개라고도 한다. 대부분 육상에서 복사냉각이 심하게 나타나는 가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발생 조건은 날씨가 맑아야 하고 바람이 약하게 불어야 하며 습도가 높아야 한
다.
이류안개는 따듯하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찬 지표면 위를 이동할 때 생기는 안개를 말한다.
해상에서 형성된 안개는 대부분 이류안개이며 이를 해무라고 부른다. 해무는 복사안개보다
두께가 두꺼우며 발생하는 범위가 아주 넓다. 또한 지속성이 커서 한번 발생되면 수일 또는
한 달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활승안개는 습윤한 공기가 완만한 산의 경사면을 따라 불어 올라갈 때 공기가 단열팽창 냉
각됨에 따라 생기는 안개를 말한다. 산안개는 대부분이 활승안개이며 바람이 강해도 생긴
다.
증발안개, 증기안개-전선안개 등 형성
수면에서 증발이 일어나려면 수온이 기온보다 항상 높아야 한다. 따라서 따뜻한 수면에서
찬 공기로 수증기가 증발할 때 안개가 발생하며 이 안개를 증발안개라고 부른다. 증발안개
에는 증기안개와 전선안개가 있다.
증기안개는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 위로 이류할 때 생긴다. 이때는 수면으로부터 증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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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증기의 공급과 함께 하층이 급속히 가열되므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안개를 소산시키
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기온과 수온의 차가 상당히 커야 하며, 수면 위에 높지
않은 고도에 역전층이 있어야 한다. 늦가을에 호수나 강 부근에서 잘 생긴다.
전선안개는 전선에 동반해서 생기는 안개를 말한다. 전선을 따라 두 개의 공기덩이가 혼합
해서 생기는 안개, 온난전선의 통과에 앞서 빗방울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찬 공기 내에서 생
기는 안개, 그리고 전선 통과 후에 바로 습해진 지표 위에 생기는 안개 등이 있다.
냉각-증발 모두에 의해 발생하는 바다안개

연안에서 발생하는 바다안개는 안개의 발생 조건 중에서 냉각과 증발 모두에 의해 발생한
다.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는 주로 5~8월 동안 안개가 많이 끼며, 이 중 6월에 발생빈도
가 높다. 특히 해상 대기 속의 작은 염분입자들이 응결핵 역할을 해 100%가 아닌 불포화상
태에서도 응결이 일어나 안개가 발생한다. 넓은 바다에서는 상대습도가 80%만 되더라도 쉽
게 안개가 발생하고 연안 해역에서는 대기 중에 육지 공기의 성질을 갖고 있어 85% 정도의
상대습도에서 안개가 발생한다.
동해안의 연안안개는 주로 이류안개이다. 동풍이 육지로 불게 될 때 습기를 많이 갖은 공기
가 바다로부터 육지로 이류돼 오는데 새벽이나 밤에 육지의 지표온도가 해수보다 훨씬 낮아
서 육지로 이동해 온습한 공기가 냉각된다. 즉 비교적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찬 지면 위를
지나가면서 냉각되고 포화돼 안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강릉과 속초 연안의 경우 이류돼 오는 습한 공기가 대관령과 같은 서쪽의 높은 산을 타고
강제 상승하면서 냉각되고 포화되어 안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안개는 이류와 활
승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해 이류-활승안개라고 한다. 늦은 봄에 연안을 따라
북한한류가 폭이 좁게 남하하면 강릉 등 동해 연안에서 공기가 찬 해수에 의해 냉각돼 연안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여름철 서해와 남해에서도 동해와 같이 연안의 습한 공기가 육상으로 이동해 밤에 냉각된
지면을 지나면서 공기가 냉각돼 이류안개가 생긴다. 남해와 서해 연안에는 동해와 같은 높
은 산이 없어서 활승안개가 생기기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이류가 내륙까지 깊이 들어가 지
리산과 같은 높은 산을 만나면 활승안개가 생길 때도 있다.
겨울철 서해의 경우 동해와 달리 난류가 없고 평균수심이 낮아 해수 전체의 기온이 낮다.
따라서 대기와의 온도차가 동해 연안보다 적긴 하지만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하기에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강한 북서풍이 황해로 불어오므로 증발되어 냉각되고 안개가 생기더
라도 곧 소산된다.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발생하면 시계 불량으로 다른 배나 빙산과의 충돌, 암초에 좌초하는
등 큰 해상사고가 발생한다. 해상사고의 약 60%가 안개나 강수 등의 악조건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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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다. 바다안개가 발생할 때 항해는 시계가 불량하므로 레이더를 작동하거나 측심을 하
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화로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경우 짙은 바다안개로 인해 침몰하기도 했다. 1912년 4월14일
오후 11시 40분경, 타이타닉호는 짙은 안개로 오른쪽 뱃머리가 빙산과 충돌해 승객과 승무
원 2,208명중 1,5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장소는 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앞바다로 찬 해
역에 따뜻한 공기가 밀려들어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빙산과 충돌한지
3시간 후인 15일 오전 2시20분 타이타닉호는 뉴펀들랜드 바다에서 침몰했다.
농무는 안개의 강도에서 보통과 강을 합한 것으로 500m밖의 물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농무가 끼면 열차의 운행이 마비되기도 하고 항공기의 이, 착륙이 중지되며 해상에
서는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봄에서 여름에
걸쳐 농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시기에는 장마전선이 있으나 해수온도가 아직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온과 수온의 상승시기를 보면 기온은 7~8월경에 가장 높고 수온은 8~9월에 높아서 수온
의 상승 시기가 약간 늦은 편에 속한다. 때문에 6~7월에 기온이 오르기 시작할 때 수온은
아직 낮아서 공기의 하층이 냉각되어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
년 6월15일 부산 앞바다에서 엔젤 1호와 2호가 충돌하여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981년 6월16일에는 거의 동일 지점에서 엔젤 5호와 6호가 충돌했으나 피해는
경미했다.

•

2010.08.12. SCIENCE TIMES 이성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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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와카워터에서 나온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해보세요!
____학년 _____반 _____번
이름 : _________________

장치의 원리 및 장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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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수행과제
(1/9)
성취기준

물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그림으로 나타내고 적
어보기

성취기준

학생활동의 예

[4과17-02]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 물 절약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활

▷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

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기준

각한다.

상

중

하

하루 동안의 물 소

하루 동안의 물소비

하루 동안의 물 소

비량을 꼼꼼히 계산

량을

계산한

비량을 계산하지 못

한다.
물부족 현상 해결을

다.
물부족 현상 해결을

한다.
물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

위한 창의적 아이디

위한 창의적 아이디

어를 기발하게 표현

어를 적절히 표현한

어를 생각하지 못한

한다.
물절약 사례를 정확

다.
물절약 사례를 파악

다.
물절약 사례를 파악

할 줄 안다.

하지 못한다.

평가요소

상황제시
평가 요소
및 평가
기준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평가도구

수행과제
(2~3/9)

히 파악한다.
학습과정평가 (주체: 교사)

대략

평가 방법: 학습지 평가, 관찰 평가

우리 생활에서 증발과 응결에 관련된 현상을 찾아보기

성취기준

학생활동의 예

［4과14-02］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의 변
화를 관찰하여 차이점을 알고, 이와 관련된 예

성취기준

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4과14-03］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
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 물이 증발하는 현상의 예를 찾는다..
▷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의 예를 찾는
다.

있다.

기준

상

평가요소

상황제시
평가 요소
및 평가

창의적 설계

기준

감성적 체험

평가도구

중

하

수증과 응결의 원리

수증과 응결의

를

리를 현의를 통하여

리를 이해하지 못한

정확히 이해한다.
와카워터의 구조와

이해한다.
와카워터의

구조와

다.
와카워터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작동원리를

이해한

작동원리를

이해하

협의를

통하여

정확히

원

수증과 응결의

원

이해한다.
물을 얻기 힘든 지

다.
물을 얻기 힘든 지

지못한다.
물을 얻기 힘든 지

역의 친구들에게 적

역의

친구들에게

역의 친구들에게 도

극적으로 도움을 주

도움을

주고자

움을

고자 한다.
학습과정평가 (주체: 교사)

다.

평가 방법: 활동지 평가, 교사 관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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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는

알지 못한다.

방법을

수행과제
(4~7/9)

우리 생활에서 증발과 응결에 관련된 현상을 찾아보기

성취기준

성취기준

학생활동의 예

[4과17-02]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
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
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기준

중

과학·기술·공학적
설계의 사례를 조사
하여 설명할 수 있
다.

구조와

작동원리에 맞는 설
계를 계획하고 실행
한다.

및 평가
기준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부족 현상으로 어
려움을 겪는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할 수

물의 중요성을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다.

와카워터의

구조와

와카워터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한

작동원리를

이해하

다.

지못한다.

창의적 설계
표현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
하게 사용한다.

와카워터의

감성적 체험

표현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안다.

표현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알지 못한
다.

제작을

위하여 협력적인 태

와카워터의

도로 활동에 임하여

위하여 협력적인 태

만족할만한

도로 활동하였다.

결과를

만들었다.

평가도구

하

있다.

와카워터의

평가 요소

▷ 설계도를 기준으로 산출물을 제작한다.

상

평가요소

상황제시

▷ 와카워터를 창의적으로 설계한다.

학습과정평가 (주체: 교사, 학생)
평가 방법: 산출물 평가, 교사 관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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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제작을

와카워터 제작의 필
요성을 안다.

* 자기평가 활동지*
평
가
방

평가
평가영역

평가기준

법

상

상황제시

물부족 문제의 심각함을 느끼고 물절약의 필요성
을 생각하게 되었나요?

와카워터의 원리와 작동방법을 이해하였나요?

창의적
자

설계

와카워터를 설계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
해내었나요?

기
평
와카워터를 제작하기 위한 계획에 맞는 프로그램

가

의 사용방법을 알고 알맞게 사용하였나요?

다른 친구들의 설계와 제작 계획을 경청하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하여 협력하였나요?

감성적
체험
나의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수 있음을 경험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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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수행과제
(8~9/9)

직접 제작한 와카워터의 성능을 분석하고 활용법 생각하기

성취기준
성취기준

학생활동의 예

[4과17-02]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 ▷ 실제 활용가능한 와카워터의 규모를 예측
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 한다.
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기준

상

평가요소

상황제시

와카워터 망에 따른
물의

양을

예측할

수 있다.

라 모이는 물의 양

이

이 다름을 이해하지

다름을

이해한

에게 필용한 와카워

터의 크기를 계산할

터의 크기를 계산하

수 있다.

지 못한다.

와카워터로 모은 물

와카워터로 모은 물

와카워터로 모은 물

로 자라는 화분이나

로 자라는 화분이나

로 화분이나 어항을

어항을

어항을

키울 수 있음을 안

할 수 있다.

창의적으로

물의 소중함을 알고
물을 적극적으로 아
끼려는 태도를 가진
다.

평가도구

라 모이는 물의 양

에게 필요한 와카워

구상할 수 있다.

감성적 체험

와카워터 크기에 

물부족 국가의 주민

여 제작방법을 설명

창의적 설계

와카워터 크기에 

물부족 국가의 주민

터의 크기를 계산하

기준

하

못한다.

에게 필요한 와카워

및 평가

중

다.

물부족 국가의 주민

평가 요소

▷ 와카워터를 활용한 작품을 구상한다.

학습과정평가 (주체: 교사)
평가 방법: 활동지 평가, 교사 관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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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할

수

있다..
물의 소중함을 알고
물을 아끼려는 태도
를 가진다.

다.

물의 소중함을 이해
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미술)표현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작품을 만들어 냄

(과학) 물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해 냄.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을 생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해 냄,
교과학습발달상황

(수학) 하루동안 소비한 물의 양을 정확히 계산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작품 제작을 위하여 친구들과 협력적인 태도로 활동에 임함.
(계발) 와카워터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맞는 설계를 할 줄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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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1. 차시별 성찰 일지
일련의 수업 내용을 개발하고 정리하며 연구회에 속한 교사들 3개월여 동안 학생의 반응을 예상하여 차시
의 순서를 바꾸고, 동료 교사의 자문을 얻어 교육과정을 완성하였다. 9월 둘째주부터 개발한 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으로 전개하였고, 4학년은 총 4학급으로 과학 수업을 대체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학급별로 시간표
에 따라 투입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연구에 참여한 4학년 교사 2인이 2학급을 통합하여 지도하였으
므로,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환경과 교과서 없이 학생 활동지를 이용한 수업에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반응을 민감히 감지하여 바로 반응하였
고, 같은 차시임에도 학급별로 진행 양상은 상이하였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은 수업과정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래는 차시별로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이 겪은 문제들을 기록하였다.
차시 및 주제

시행착오를 겪은 개발 과정

물 부족 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사례와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는 차시로, 여러 상황을 소개하는 형
1차시

물이
부족하다고?

태의 수업으로 한 학급을 진행 하였으나, 학생들의 관심도가 쉽게 떨어짐
을 파악하고 나머지 학급은 협동학습 모형의 하나인 직소 수업으로 바꾸
고, 그에 맞춰 수업 자료도 전문가 수업자료와 모둠활동지로 개발하였다.
전문가 수업자료에는 지면으로 설명하기 힘든 지식자료의 전달을 위하여
관련 동영상의 링크를 QR코드로 만들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와카워터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와카워터의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는 차시
2차시

와카워터가
뭘까?

이다. 와카워터의 원리인 응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얼음물컵 표면의
물방울이 맺히는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이 물의 상태변화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라 컵 안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등의 오개념이 발생하
였다. 그래서 실험을 생략하고 와카워터의 구조와 작동원리, 그리고 물이
부족한 지역 사람들의 어려움을 감성적으로 체험하는 차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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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 물의 증발과 응결을 이해하는 차시이다. 과
3차시

와카워터의 물은
어디서 올까?

학 교과서에서는 증발과 응결을 각각 한 차시로 구성하여 개념을 이해하
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는 예를 알도록 하였다. 본 차시에서는 와카워터
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증발과 응결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컵
마술’이라는 소재로 증발과 응결을 한 차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공기 중으로 증발된 수증기가 새벽녘 낮은 온도로 응결되면서 촘촘한 그물
에 응결되어 물이 모이게 되는 와카워터의 원리를 이해한 후 가장 효율적
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해 보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4~5차시

생각한 와카워터를 스케치하고, 원리를 설명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본다.

와카워터를

미술과목의 조형영역과 수학의 도형영역을 융합하여, 다양한 다각형으로

디자인해보자!

구성된 개성 있는 와카워터들을 기대하였다. 처음 수업에는 학생들의 다
양한 아이디어가 모두 담길 수 있도록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나, 친구
의 좋은 아이디어를 모두 따라하는 등 오히려 제한된 사고를 하는 경향
이 보이게 되어, 모둠 토의 활동으로 수정하였다.

모둠별로 계획한 디자인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차시이다. 모
둠 토의 시 학생들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드는데 강한 호기심을 가
졌으나,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바로 3D펜과, 3D프린터를 이용한
6~7차시

와카워터를
만들어보자!

방법이었다.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3D펜과 3D프린터의
기본 사용법은 익혔으나, 막상 실제 작품 제작 시 생각한 모양을 만드는 것
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교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대체하는
모둠이 많았다.
자신이 원하는 완성도 높은 와카워터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은 비교적 사
용이 쉬운 접착제와 테이프, 폴리스틱이나, 블록 같은 학습 자료들을 이용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SW교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숙제라는 생각
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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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와카워터에서 나온 물의 양을 측정해 보고, 생활에 필요한 물의 양
만큼을 얻기 위해서는 와카워터의 크기나 개수가 얼마나 될지를 계산해 보
는 차시이다.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4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평소에 하루
8차시

얼마나 될까?

동안 쓴 물의 양을 계산해 내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직접 제작한 와카워터에서 나온 물의 양을 자신의 필요량으
로 계산하고, 유추해 내는 과정은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 또한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은 와카워터가 여러 대 있으면 물이 더 많이 모일 것이라는 오개
념을 갖기도 하였다. 그래서 제한적인 응결량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 위하
여 학생활동지를 변경하게 되었다.

동기유발로 선정한 SBS생활의 달인 장면은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에 좋은
효과를 주었으나, 공개된 영상이 없어 유료로 시청해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간단한 학습지였으나 와카워터로 모인 물을 이동시켜 생명을
9차시

생명을 살리는 물

살리는 장치를 만들자는 미션에 학생들은 상상의 장치를 활용한 로봇을
생각해내고, 물의 중력을 거슬러 움직여야 한다며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또한 이 단원은 5학년 목공수업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토의 결과가
5학년 학생들의 수업시 물의 소중함과 효율적인 활용을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 91 -

2. 학생 산출물 및 활동사진

가. 우리지역의 물관리 기관(한국 수자원공사 횡성지부 횡성댐 및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체험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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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공개 : 2학기 수업 공개의 날을 통하여 STEAM 수업 공개

다. 횡성군 평생학습 축제 체험 부스 운영 : 2018.9.15.~16 3D펜 체험 부스 운영

라. 소프트웨어의 날 부스 운영 및 STEAM 수업 산출물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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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생 산출물
1) 3차시 작품설계도: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나 후에 모둠 활동으로 수정함.

- 94 -

2) 4-5차시 와카워터 디자인하기: 모둠활동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산출물의 수준
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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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7차시 와카워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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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D펜과 3D프린터로 필요한 부분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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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와카워터 설치 및 결과 기록

- 100 -

6) 9차시 생명을 살리는 물

- 101 -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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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는 협의 시간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록 외에 교내 KWE메신저를 통하여 활동
을 이어갔으며 이하 사진은 메신저 토의 내용을 캡쳐 화면으로 남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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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5일

2018년 6월 27일

2018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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