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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애들아,
달 따러가자!

주제중심
학습

과학, 미술
체육, 음악

달의 위상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생활
문화속의 다양한 달의 모습 경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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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작은 마을
불 밝히기

프로젝트
학습

과학, 미술, 전기부품 및 회로에 관한 지식을 바탕
수학
으로 작은 마을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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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특명! 식물 집중
탐구

프로젝트
학습

과학, 미술
체육, 음악

식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집중 탐구하는 학습활동

4

6월

작은 세상,
넓은 세계

주제중심
학습

과학, 미술
체육, 실과

작은 생물과 우리생활과의 관계를 중심
으로 발효식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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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뼈와 근육!
우리는
단짝 친구

주제중심
학습

과학, 음악 뼈와 근육의 위치에 따라 다른 특성을
수학, 미술, 가진 우리 몸을 주제로 한 창의적 학습
체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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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과학동영상
만들기
(용해와 용액)

문제중심
학습

과학, 실과
미술, 음악

용해와 용액을 주제로 윈도우무비메이
커로 과학 동영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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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주제중심
학습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빠르기에 관한 다양한 기준을 학습하고
속력과 관련된 우리생활 속 문제 해결
하기

8

12월

모빌에 옮겨
담은 태양계

문제중심
학습

과학, 수학
미술, 음악

태양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창의적인 태양계모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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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와 달

애들아, 달 따러가자!

5학년 1학기

주 제 명

애들아, 달 따러가자!

적용 학년/시기 5학년 1학기 / 3월
적용 모형
차시

1

2

단계

주제확인

주제중심학습
소주제

달 관광 시대

나는 작사가

주요 내용
도 입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3

지구와 달이
닮았다?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학 습
4
낮과 밤
활 동
탐색
마무리
및
학 습
하룻밤 달의
활 동
5 탐구활동
발자취
마무리
학 습
여러 날 동안의
활 동
6
달의 변화
마무리
학 습
활 동
7
달과 놀자
마무리
도 입
학 습
8~9
틀린 그림 찾기
활 동
마무리
학 습
탐구결과
10
내가 만든 달력! 활 동
처리
마무리

‘달 관광시대’ 기사로 주제에 관심 갖기
지구와 달 퍼즐 맞추기 및 별 전체 주제학습
계획 세우기
별 세기 노래 부르며 학습 마무리하기
별 세기 노래 부르기

관련 교과

과학

달과 관계된 내용으로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음악

모둠별 발표회로 마무리하기
달에 관한 서양과 동양의 이야기 들려주기(달
에 토끼가 산다)
지구와 달의 모양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과 도
구 탐색하여 알아보기
지구와 달의 비슷한 점 정리하기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생각해보기

과학

매일 달라지는 낮과 밤의 길이 차이 계산하기

과학

학습 내용 정리하기
하루 동안의 달의 이동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달의 위치변화 정리하기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의 달의 모양과 위치
알아보기
달의 위치 변화 정리 및 다른 별에 관심 갖기
강강술래 놀이하기
과자크림으로 월령 꾸미기
달의 모양과 위치에 대한 개념 정리하기
달을 배경으로 한 그림에서 달에 위치와 모양
에 대한 옳고 그름 찾아보기
수정된 그림자료 발표 및 감상하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된 달력 속에 그동안
학습한 개념으로 달의 위상 나타내기
작품 감상 및 달에 대한 관심 갖기

과학

과학

체육

미술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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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달은 태양과 함께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친숙한 존재이
다. 그러나 달의 위상 변화와 원인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며 특히 초등학교 수준에서
는 더욱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STEAM 수업모형으로의 설계를 통해 태양계 및
천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달과 관련된 미술, 음악 작품을 통해 친근하게 개념에 접근하고 다양한 예술 적
표현 방법으로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학습산출물까지 얻고자하는 활동으로 구성되
었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지구와 달의 모양과 표면의 특징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 지구에서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를 지구의 자전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하루 동안과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 과정 목표(감성적 체험 관련 내용 목표로 제시)
- 달과 지구 모습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다.
- 달의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달의 위상이 포함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지속적인 탐구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달, 지구, 천체, 낮과 밤, 달의 위상 변화, 달력, 개념 이해하기
○ T/E : 망원경과 쌍안경의 원리 이해 및 작동법 알기
○ A : 노래 부르기, 민속무용, 풍경화 그리기
○ M : 매일 달라지는 낮과 밤의 길이 차이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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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달 관광시대 2년 내 열릴듯’이라는 기사를 통해 달에 대한 관심 제기하기
- 지구의 낮과 밤은 왜 생기는 것일까?
- 명화 속의 달은 몇 시에 그려진 것일까?
- 달 관찰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창의적 설계
-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된 달력 속에 그 동안 학습한 개념으로 달의 위상을 나
타내기
- 달에 대한 정확한 개념으로 달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오류 찾고 친구와 의견 나누기
- 각자 정해진 기간 동안의 변화를 관찰하고 측정하여 비교하기
- 하루 동안의 위치변화 관찰하기
- 일정한 기간 동안 달라지는 남과 밤의 길이에 대한 계산하기
- 모양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구상하기

○ 감성적 체험
- 지구와 달과 닮은 다른 행성에 대한 관심 갖기
- 태양이나 다른 별에 대한 관심 갖기
- 태양력과 태음력의 유래에 대해 더 알아보고 내가 만든 달력을 실생활에서 활용함
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
- 자신이 생각한 시각과 평가자들이 생각한 시각의 일치를 통해 다른 상황에 대한
탐색 의지 고취

5. 제작 의도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인 ‘달’을 교실 속에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그림을 통해 달의 위치와 모양, 시각을 이해하는 활동
에 있어 그림 속의 달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해보고, 또 내가 그린 그림 속

5

STEAM 교육 따라잡기 (초등 5학년)

에서 달의 정보를 나타내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이해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달 관광시대 2년 내 열릴 듯’이라는 기사를 통
해 달에 대한 관심 제기하기

과학

1. 지구와
달(1/11)

1

달 관광
시대

달 관광시대 2년 내 열릴 듯
러시아, 상업용 우주선 추진
우주 관광시대에 이어 달 관광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러시아 항공우주국은 달 관광을 위한 최초의 상업용
우주선 발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 이즈베스
티야가 26일 보도했다. 달 관광에 필요한 비용은 1억
달러(약 1000억 원).
러시아의 로켓제조사 ‘에네르기야’의 제안으로 시작된
‘달 관광 프로젝트’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ISS)
까지 가 일주일 동안 체류한 후 ISS를 떠나 일주일간
달 주위를 선회하며 관광을 한 뒤 지구로 귀환하는 2
주 일정으로 짜여 있다. 계획대로라면 2년 내 세계 최
초의 상업용 달 관광시대가 개막된다.
(모스크바=정병선특파원 [ bschung.chosun.com])

신문기사,
노래 악보,
퍼즐

 지구와 달 퍼즐 모양 맞추기, 학습 계획 세우기
 동요 ‘별 세기’ 부르며 학습 마무리하기
Co

달에 대한 문제 상황 인식

달과 지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인식, 학
습계획 세우기
CD

음악

1. 지구와
과학
달(2,3/11)

6

 동요 ‘별 세기’ 불러보기
- 달과 관계된 노래 탐색하기
노래CD,
- 달에 대한 전설, 이야기 알아보기
노래악보,
- 모둠별로 달과 관계된 내용으로 노래 가사 바꾸어
전지, 매직
보기
- 모둠별로 발표하기

1

나는
작사가

1

 지구와 달의 모양 알아보기
지구본,
지구와
 지구와 달의 모양 비교하기
각종 자료,
달이
 모양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 사진,
닮았다?
탐색해보기
학습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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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지구를 닮은 달에 대한 비교

모양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구상하기
CD

ET

과학

1.지구와
달(5/11)

1.지구와
과학
달
(7/11)

과학

1.지구와
달(8/11)

1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대해 알아보기
지구본,
 매일 달라지는 낮과 밤의 길이의 차이 계산해보기 각종 자료
낮과 밤 Co 지구의 낮과 밤은 왜 생기는 것일까?
사진,
CD 일정한 기간 동안 달라지는 낮과 밤의 길이에 학습도감,
전등, 나침반
대한 계산하기

1

하룻밤
달의
발자취

1

 하루 동안의 달의 방향에 대해 관찰하기
하루 동안의 이동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Co

달의 방향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지는 걸까?

CD

하루 동안의 위치변화 관찰하기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의 모양과 위치에
대해 알아보기
삼구의,

여러
날
동안의
시각과
위치
차이
계산하여
기
여러 날
종이인형,
동안의 록하여 비교하기
각종 자료
Co
달의 모양과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
달의
사진,
CD 각자 정해진 기간 동안의 변화를 관찰하고 측 학습도감
변화
정하여 비교하기
ET

체육 절기 놀이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미술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지구와 달과 닮은 다른 행성에 대한 관심 갖기

1

2

달과
놀자

틀린
그림
찾기

태양이나 다른 별에 대한 관심 갖기

동영상 자료,
음악 자료,
[개인별 자료]
CD 과자의 크림을 이용하여 월령에 따른 모양에
종이접시,
가깝게 표현하기
쿠키
 강강술래 놀이 방법 익히기
삼 과자를 이용하여 월령 꾸며보기

삼 달의 모양과 위치에 대한 개념 정리하기
삼 1) 그림 속의 ‘월일’을 이야기해보기
2) 달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달에 위치와 모양에 대
한 옳고 그름을 찾아보기
- 달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나 사진 제시
- 배경 속의 달을 통해 그림 속의 현재가 몇 월 며
칠이 될지 생각해보기
- 내가 만든 그림에서 옳고 그름을 찾아내는 간단
한 게임하기
Co

명화 속의 달은 언제 그려진 것일까?

CD

달에 대한 정확한 개념으로 달이 등장하는 그

삼구의,
종이인형,
각종 자료
사진,
학습도감,
학습지,
각종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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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오류 찾고 친구와 의견 나누기
자신이 생각한 시각과 평가자들이 생각한 시각
의 일치를 통해 다른 상황에 대한 탐색 의지 고취
ET

[조형
요소와
원리]
주제와
표현
미술 방법에
알맞은
조형
요소와
원리로
표현하기

삼 달 그림이 있는 달력 꾸미기
- 음력이 등장하는 달력 꾸미기
달 관찰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색도화지,
좋을까?
각종 자료
CD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된 달력 속에서 그 사진,
학습도감
동안 학습한 개념으로 달의 위상을 나타내기
Co

1

내가
만든
달력!

태양력과 태음력의 유래에 대해 더 알아보고
내가 만든 달력을 실생활에서 활용함으로써 지속
적인 관심을 고취.
ET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1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가?

2

달의 위상변화에 관련된 개념을 미술작품을 통해 잘 표현하는가?

3

적절한 표현으로 상대방의 작품을 평가하는가?

방법

지필평가 / 관찰평가
실기 평가
자기평가 / 동료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6, 7차시]
○ 학습 주제
틀린 그림을 찾아라.

○ 준비물
스케치북, 각종 채색 도구, 달이 표현되어 있는 명화 또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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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① 달이 있는 명화를 보며 달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실제로 달을 보고 그렸을까?
- 실제로 달을 보고 그렸다면 그림 속의 월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② 오늘의 활동 소개하기
- 달의 모양과 위치에 대한 개념 정리하기
- 달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달에 위치와 모양에
대한 옳고 그름을 찾아보기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1889년 작]

○ 활동1 : 달의 모양과 위치에 대한 개념 정리하기
◆ 주요 제작 포인트

- 달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한다.
- 달의 모양에 따라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의 이름이 있다.
- 하루 밤 중달의 위치는 달이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①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가상의 밤하늘을 관찰한다.
② 지구본에 종이 인형을 붙여놓고 지구본을 돌리면서 달을 바라보도록 장치를 하고
태양과 달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달의 이동 경로를 이해한다.

③ 수동식 삼구의를 통해 직접 천천히 조작해보며 여러 날
동안의 모양과 위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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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2
1) 그림 속의 ‘월일’을 이야기해보기
① 계절을 알 수 있는 단서 찾기
- 나무의 잎, 두 남녀의 복장 등
② 날짜를 알 수 있는 단서 찾기
- 달의 모양, 하루 중 달의 위치 등

[신윤복, 월하정인, 조선시대]
“그림 속의 달은 초승달이다.”
“그림 속의 달은 그믐달이다.”
“그림 속의 달은 위가 볼록하므로 볼 수 없는 달이다. 잘못 되었다.”

③ 그림 속의 ‘월일’ 결정하기
예) 9월 16일 - 얇은 옷의 긴팔을 입고 있고 달은 월식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형태
이기 때문이다.
2) 달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달에 위치와 모양에 대한 옳고 그름을 찾아보기
* 그림에 대한 일부 정보(시각, 방위, 인물의 행동 등)를 주어야 한다.
- 다음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봅시다.

[상황 설정]
위의 그림은 밤 12시의 풍경입니다.

[상황 설정]
위의 그림은 저녁 8시, 동쪽 풍경입니다.

[예상답변]
- 잘못된 사진입니다.
- 그림 속의 달은 초승달인데 초승달은 오전
에 떠서 저녁에 지기 때문입니다.

[예상답변]
- 적절한 사진입니다.
- 그림 속의 달은 보름달인데 보름달은 초저
녁 동쪽 하늘에서 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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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John Atkinson Grimshaw
Park Row,Leeds(수정)

[그림] 미하일엔데 보름달의 전설

[상황 설정]
위의 그림은 밤 11시, 서쪽 풍경입니다.

[상황 설정]
위의 그림은 주인공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달맞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상답변]
- 잘못된 그림입니다.
- 그림 속의 달은 하현달인데 하현달은 밤 11
시에 떠오르나 그림은 서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 모양이 이상하긴 합니다.

[예상답변]
- 잘못된 그림입니다.
- 달맞이는 동쪽에서 할 수 있는데 인천 앞
바다는 서쪽이기 때문이고 저 그림이 실제
달이라면 주인공들은 지금 새벽에 나와 있
습니다.

[그림] 정선 장안연월 (長安烟月)
[상황 설정]
위의 그림은 새벽 4시의 서쪽 풍경입니다.

[상황 설정]
위의 그림은 아이들이 달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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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답변]
- 적절한 그림입니다.
- 그림 속의 달은 보름달인데 새벽 4시 정도면
서서히 지기 때문입니다.

[예상답변]
- 적절하지 않습니다.
- 그림 속의 달은 그믐달에 가까운데 그믐달
이 새벽녘에 떠오르는데 아이들이 새벽녘
에 달과 함께 놀다니요.

[그림] John Atkinson Grimshaw Old Chelsea

[그림] 백은배 월야탄금도(月夜彈琴圖)

[상황 설정]
위의 그림은 밤 11시, 서쪽 풍경입니다.

[상황 설정]
위의 그림은 밤 11시, 남쪽 풍경입니다.

[예상답변]
- 잘못된 그림입니다.
- 그림 속의 달은 하현달인데 하현달은 밤 10
시에 떠오르나 그림은 서쪽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답변]
- 적절한 그림입니다.
- 그림 속의 달은 상현달인데 상현달은 밤
11시 정도면 중천을 지나 서쪽 하늘로 넘
어가기 때문입니다.

3) 내가 그린 ‘달이 등장하는 그림’ 그리기
① 계절을 알 수 있는 단서를 그리기 - 나무의 잎, 두 남녀의 복장 등
② 날짜를 알 수 있는 단서를 그리기 - 달의 모양, 하루 중 달의 위치 등
③ 그림 속의 ‘월일’ 결정하고 친구들과 서로 맞추어보기 게임하기
-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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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이해
- 달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한다.
- 달의 모양에 따라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의 이름이 있다.
- 달의 모양과 위치는 변화한다.

○ 마무리
- 하루 중의 시각을 알려주는 자연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있을까?
- 달이 있는 명화에는 어떤 것이 더 있을까?
- 천문 우주 현상이 나타나 있는 미술 작품을 더 찾아보기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
사진 자료에 의해 달의 모습을 추리해야 하므로 가능한 많은 사진 자료를 제공한다.
- 창의적 설계 방향
① 달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한 가지 시점으로만 진행하지
않는다.
② 그림을 그림에 있어 달의 모양과 위치를 배치함에 있어 가능하면 과학적 지식
에 충실하도록 지도하며 평가관점에도 반영하도록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① 아동이 달과 관련된 경험과 느낌을 회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② 꾸준한 관찰을 유도함으로써 생활 속의 달 관찰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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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 자료
<천문학이 밝힌 ‘월하정인’ 제작시점은?> 연합뉴스|신호경
이태형 교수, 달 모양·위치 근거로 ‘1793년 8월21일’ 추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인 혜원 신윤복은 그 뛰어난 예술
성에도 불구, 활동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그의 작품들 역시 대부분 정확
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다. 국보 135호 ‘혜원전신첩(惠園傳神帖)’에 실린 ‘월하정인(月下情
人)’도 마찬가지.
그러나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한 쌍의 연인이 은은한 달빛 아래 서 있는 이
그림 속 배경의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이태형 충남대 천문우주과학과 겸임교수에 따르면 ‘월하정인’ 속 ‘달’의 모양과 위치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이 그림은 1793년 8월 21일 밤 11시 50분경 그려진 것이다.

첫 번째 단서는 그림 속 달의 볼록한 면이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달 주기로 달
이 차고 이지러지는 과정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달이 뜨는 밤에 태양이 지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의
볼록한 부분도 아래를 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림 속 달의 모양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
에 가려지는 월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또 그림 속 글을 읽어보면, 시간대가 ‘夜三更(야삼경)’으로 적혀 있다. 이것은 밤 12시 전
후의 '자시(子時)'를 말한다. 월식이 일어나는 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며, 보름달은 자시
무렵에 가장 하늘 높이 떠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속 달이 겨우 처마 근처에 걸려
있다는 것은, 달의 남중고도(南中高度)가 낮은 여름이라는 뜻이다.
월식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과 일부만 잠식되는 부분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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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가 있다. 여름철 한밤중에 펼쳐지는 개기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리기 시작해 오른
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월하정인’ 속 달 모양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추정을 바탕으로 이 교수는 신윤복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약 100년 사이에 있었던, 서울에서 관측 가능한 부분월식에 대한 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1784년 8월 30일(정조 9년, 신윤복 26세)과 1793년 8월 21일(정조 18년, 신윤복 35
세) 두 차례의 부분월식이 확인됐다.
그러나 1784년의 경우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지역에 3일 내내 비가 내렸다는 기록
이 남아 있다. 월식이 나타났어도 관찰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반면 1793년 8월 21일(음력 7월 15일)에는 오후에 비가 그쳐 월식 관측이 가능했다. ‘승정
원일기’에도 “7월 병오(丙午·15)일 밤 이경에서 사경까지 월식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 교수는 “‘월야밀회(月夜密會)’, ‘정변야화(井邊夜話)’ 등 다른 그림의 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윤복은 사실과 무관한 상상의 달을 그리지 않았다”며 “특히 ‘월하정인’의 위로
볼록한 달은 일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것인 만큼, 임의로 그런 달을 그렸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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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달의 표면]
망원경이 발명되기 이전 사람들은 지구와 하늘의 천체들이 모두 완벽한 구라고 생각했
다. 갈릴레이가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여, 달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완벽한 구라는 생각에서 다른 천체도 완전한 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과학적 발견은 모든 천체들은 완전한 구의 형태로 생겼다는 당시 지배적
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구와 달은 안정적인 구의 형태로 생겼다. 그러나 지구에는 판
구조 운동 등에 의해 형성된 높은 습곡 산맥, 그리고 화산이 만들
어져 높이 솟은 곳과 상대적으로 낮은 곳인 골짜기 등이 있다. 바
다표면에도 육지와 같이 높은 지형인 해산, 해저 산맥 등이 있으
며, 깊은 골짜기인 해구가 있다.
달은 지구의 위성으로서 지구 지름의 약  크기이며, 질량은 지
구의 약


정도이다.



보름달을 보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데, 이곳은 ‘바다’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실제로 물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곳은 주로 현무
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어둡게 보인다. 밝게 보이는 부분이 달의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육지’라고 부른다. 이곳은 달의 바다보다 운석 구덩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달의 표면에는 수많은 운석 구덩이가 있는데, 크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지름 240km
의 거대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운석 구덩이들은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분화구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운석이 달에 충돌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달에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계로부터 달 표면에 떨어진 운석들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
고 달과 부딪쳐 구덩이를 만들었다. 이러한 수많은 구덩이는 대기가 없음으로 인해 오랜
세월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낮과 밤이 15일씩 계속되고,
낮에는 약 130〫 C까지 오르며, 밤에는 약 영하 170〫 C까지 내려간다. 달의 하늘은 지구의 하
늘과 달리 검게 보이는데, 그것은 달에 대기(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에는 물이
없는데, 그것은 달의 중력이 물 분자를 붙잡아 둘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의 수증기
는 오랜 세월 동안 태양 빛에 의해 광분해되어 산소로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지구에 생
물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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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공전]
달은 지구의 위성으로서, 지구주위를 도는 공전 운동을 한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을 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달의 공
전 주기를 이용하려면 항성월과 삭망월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항성월은 임의의 항
성을 기준으로 하여 달의 주기를 측정한 것으로, 지구가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항성월은 달의 실제적인 공전 주기로,
현재 1항성월은 27.3일이다. 그러나 이 단원에서 공전 주기는 그믐(삭)에서 다시 그믐으로,
또는 보름(망)에서 다시 보름까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주기를 ‘삭망월’이라고 한다. 달
이 지구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 주위를 움직이고 있으므로, 보름에서 다시 보름까지
되는 동안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인 거리만큼 달도 움직여야 하므로 공전 주
기가 더 길게 된다. 삭망월의 주기는 약 29.5일이다.

[스텔라리움 활용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테랄리움을 내려 받아 설치한다. 여기에서 소개된 내용은 낮과 밤
에 대한 기본적인 관찰 내용만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설치와 한글화 작업에 관한 내용은 http://starfield.tistory.com/749를 참고한다.)
① 마우스의 휠을 위아래로 굴려 태양이 화면에 들어오도록 조절한다.
② 화면의 주앙부를 클릭한 채로 아래로 드래그하면 지평선이 오목해지며, 어안 렌즈를 통
해 바라본 효과가 나타난다. 좌, 우측에 동,서가 나타난다.
③ 마우스를 왼쪽 하단에 위치시키면 컨트롤 박스가 나타난다.
④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면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효과가 나타나며, 태양이 일주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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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리움을 이용하여 달 관찰하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텔라리움을 내려 받아 설치한다. 여기에서 소개된 내용은 낮과 밤
에 대한 기본적인 관찰 내용만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① 마우스를 좌측 설정 창의 시계 모양 아이콘을 눌러, 관찰하고자 하는 날과 시간을 입력
한다.
② 하늘 보기 설정 창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옵션 창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달 확대를
클릭한 후 닫기를 클릭한다.
③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면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효과가 나타나며, 태양이 일주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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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변화 무쌍, 달의 정체를 밝힌다!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 보름달은 초저녁 어느 쪽에서 뜨나요?

☽ 우주선에서 본 지구와 달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기준

지구

달

모양
색깔
크기
크레이터

☽ 시간에 따른 보름달의 위치를 그려보세요.

동

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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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회로

작은 마을 불 밝히기

5학년 1학기

주 제 명

작은 마을 불 밝히기

적용 학년/시기 5학년 1학기 / 4월
적용 모형
차시

1

단계

프로젝트학습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탐구주제
학 습
전기, 안녕
활 동
탐색하기
마무리
도 입

2

도체와
부도체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직렬연결과 학 습
3~4
병렬연결 활 동
마무리
도 입
지식 및 전기회로도 학 습
5
기능
활 동
그리기
습득하기
마무리

6

도 입
발광
다이오드를 학 습
활 동
밝혀라!
마무리

전기송 부르기
철사길 통과하기 활동 및 전체 학습 주제망 작성
하기
모둠별 학습 계획 발표하기
끊어진 전깃줄에 소변 누다 감전된 사람 이야기
소개하기
도체와 부도체에 대해 알아보고 전지와 전구 연결
하기
생활주변에서 도체와 부도체 찾아보기
도전! 전지 2개를 연결하여 불 켜보기
전지와 전구의 직렬연결과 병열연결의 특징 알아보기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연결이 효과적일지 적용해보기
여러 가지 지도, 설계도 소개하기
전기부품기호 탐색 및 전기회로도 작성하여 회로
연결하기
작은 마을 전기회로도 아이디어 구상하기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건물외관의 아름다움 소
개하기
발광다이오드의 장점 알고 발광다이오드가 연결
된 전기회로 실험하기
작은 마을에서 전구와 다이오드 사용 구상하기

관련 교과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도 입 전기와 관련된 경험 말하기

7

전기와 안전

학 습
전기안전 캠페인 송 만들기
활 동

음악

마무리 작은 마을에서 사용할 전기안전 입간판 구상하기
도 입 미니어처의 세계 소개하기

탐구수행
8~10
결과
나누기

20

작은 마을
불 밝히기

학 습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여러 가지 전기 기구를 사
활 동 용하여 작은 마을 설계 및 제작하기
마무리

작품발표회 및 전기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히 다루
려는 마음 갖기

과학
미술

5학년 1학기 4월❙작은 마을 불 밝히기

1. 주제 개요
이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은 전지, 전선, 전구, 스위치 등을 이용하여 전구에 불이 켜
지도록 전기 회로를 꾸미고, 이와 관련된 전기회로도 및 전지와 전구의 연결 방법에 대
한 것이다. 탐구내용으로는 전기회로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내용을 알게 하고 전기회로
에 불이 켜질지 예측하는 활동을 하며 전지와 전구의 여러 가지 연결 방법에 따라 전구
의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게 한다.
특히 작은 마을 불 밝히기 라는 활동을 마지막으로 편성하여 그동안 배운 전기에 관
한 여러 내용을 아동들이 직접 꾸민 작은 마을에 전기회로를 구성하고 전기 장치를 꾸
밈으로써 실생활의 문제 장면을 간접적으로 구현하고 경험하게 하였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전기 회로를 꾸미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전기 회로를 기호를 이용하여 전기 회로도로 나타내고 전기 회로도를 보고 전기회
로를 꾸밀 수 있다.
- 전지와 전구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전지와 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하여 불을 켤 수 있다.
- 전기를 안전하고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 전기 회로를 꾸미는 방법을 통해 전기 기구 이용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
-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안전하고 바르게 이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전기회로, 전류, 도체, 부도체, 직렬연결, 병렬 연결의 개념 이해하기
○ T : 전지, 전선, 소켓, 전구, 전구의 구조, 스위치 연결방법 이해하기
○ E : 전지회로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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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전기안전 관련 입간판 제작 및 작은 마을 구상하기, 전기안전 캠페인 송 만들기
○ M : 여러 가지 입체도형을 이용하여 건물모양 만들어 배치하기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우리 주변에는 왜 밝은 불빛과 어두운 불빛이 따로 있을까?
- 우리가 꾸민 마을에 가장 효과적으로 불을 밝혀보자

○ 창의적 설계
- 생활 주변의 다양한 물체를 통해 도체와 부도체 구분하고 그 이유 알아보기
- 나만의 전기 부품의 기호를 꾸며보기
- 다양한 색깔을 가진 발광 다이오드 사용 계획 세우기
- 구조물과 장소에 따라 적절한 불을 밝히기

○ 감성적 체험
- 도체이기도 하고 부도체이기도 한 물체는 없을까?
- 우리 주변에는 어떤 연결방법이 더 많을지 조사해보기
- 독특한 전기 부품 기호는 왜 사용하지 않을까?
- 생활 속의 발광 다이오드를 찾아보기
- 모형이 아닌 실제 마을을 생각하며 전기에 대한 더 많은 관심 갖기

5. 제작의도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
로젝트학습을 전개하고자 한다. 전기회로에 불이 안 켜지는 경우 그 이유를 찾아내며
잘못 연결한 회로는 스스로 수정하는 활동도 포함하도록 지도해야한다. 전지와 전구의
연결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전구의 불 밝기의 정도를 이해하고 실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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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1.전기회로
과학

(1/11)

1

-주제선정-

소주제

전기,
안녕!

학습 내용

준비물

 전기송 부르기

전지,전지끼우

삼 구불구불 철사길 통과하기

개,집게전선,전

삼 주제망 작성하기, 활동 계획하기

구,소켓,철사,

- 작은 마을 불 밝히기Co

우리 주변에는 왜 밝은 불빛과 어두운 프

불빛이 따로 있을까?
CD

펜치,절연테이
*

프로젝트학

모둠별 주제망 작성해보고 활동 계획하기 습계획서

삼 전지와 전구를 연결하는 방법 알아보기

과학

2.전기회로
(3/10)

1

도체와
부도체

삼 도체와 부도체에 대하여 알아보고 구분해보기 전 지 , 전 선 , 전
* 작은 마을에서 사용할 연결 재료 구상하기 구,전동기,셀로
CD

생활 주변의 다양한 물체를 통해 도체와 판테이프,여러

부도체 구분하고 그 이유 알아보기
ET

가지 물체

도체이기도 하고 부도체이기도 한 물체는 * 학습계획서

없을까?
삼 전지 2개를 연결하여 전구에 불 켜기
삼 전지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의 특징 알아보기

과학

2.전기회로
(4,5/10)

2

삼 전구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의 특징 알아보기 전지, 전지끼
직렬연결과 * 작은 마을에서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을 사용 우개, 집게전
병열연결 할 곳에 대하여 구상하기
선, 전구, 소켓
CD

다양한 형태의 연결 방법을 시도하기

ET

우리 주변에는 어떤 연결방법이 더 많을지

* 학습계획서

조사해보기
삼전기 부품의 기호 알아보기
삼전기회로도의 편리한 점 알고 그려보기

과학

2.전기회로
(6/10)

1

전지,전지끼우
- 나만의 전기 부품 기호 몇 가지 그려보기 개,집게전선,전
전기회로도 삼전기회로도를 보고 전기회로 꾸며보기
구,소켓날개달
* 작은 마을의 전체적인 전기 회로도 그려보기 린전동기,스위
그리기
CD

나만의 전기 부품의 기호를 꾸며보기

ET

독특한 전기 부품 기호는 왜 사용하지 * 학습계획서

치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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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2.전기회로
1
(7/10)

삼 전기회로에서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을
때 불이 켜지는 경우 예상해보기
삼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전기회로 실험하기
발광다이오 삼 전구와 발광 다이오드의 차이점 말하기
* 작은 마을에서 전구와 다이오드를 어떻게
드를
연결할지 구상하기
밝혀라
CD 다양한 색깔을 가진 발광 다이오드 사용
계획 세우기
ET

음악

생활에서
음악
활용하기

1

전기와
안전

전지,전지끼우
개,집게전선,전
구,소켓,발광다
이오드
* 학습계획서

생활 속의 발광 다이오드를 찾아보기

 전기와 관련된 경험 말하기
삼 전기를 안전하고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기안전조사
삼 전기안전 캠페인송 만들기
학습지
* 작은 마을에서 사용할 전기안전 관련 입간
* 학습계획서
판 구상하기
아동 수준에 맞는 전기 안전 생활을 찾아
나타내어보기
CD

미술

표현
[조형]

2

삼 어떤 마을을 꾸밀 지 모둠별로 구상하기
 마을의 전체 넓이 미리 계산하기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마을 꾸미기
CD

모둠별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을 구상하기

실제 생활과 가장 유사한 공간 찾아보기
삼 정해진 마을의 구조에 따라 마을에 전기
회로도 정하기
삼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전구와 다이오드
작은 마을
배치하기
불 밝히기
 여러 가지 전기 기구를 적절히 사용하기
 작은 마을에 불 밝히기
 작은 전시회를 통하여 상호 평가하기
ET

과학
2.전기회로
수학
1
(10/10)

Co 우리가 꾸민 마을에 가장 효과적으로
불을 밝혀보자
CD

구조물과 장소에 따라 적절한 불을 밝히기

모형이 아닌 실제 마을을 생각하며 전
기에 대한 더 많은 관심 갖기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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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전구에 불이 켜지는 전기 회로를 꾸미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2

전지나 전구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을 바르게 하여 전구의 불을
켤 수 있는가?

실기 평가

3

전기 회로 꾸미는 방법을 통해서 전기기구 이용에 호기심을 갖는가? 자기평가 / 체크리스트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8~10차시]
○ 학습 주제
- 전기 회로와 관련하여 실제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전기의 쓰임새를 활용하여
미니어처 마을을 만들어 전기 조명을 설치해보는 활동

○ 준비물
프로젝트 학습계획서, 마을 꾸밀 재료(종이 박스, 색종이, 풀, 색테이프 등) 전지, 전
지끼우개, 집게전선, 전구, 소켓, 발광다이오드 등

○ 도입
① 문제 상황 제시하기
우리가 작은 마을을 꾸미는데 있어 꼭 필요한 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면 마을의 어
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전기 조명을 설치할 수 있을까?
② 오늘의 활동 소개하기
- 작은 마을을 꾸미고 전기 장치(조명 장치)를 꾸며보자.

○ 활동1 : 작은 마을 제작하기
◆ 주요 제작 포인트

- 도시 또는 농촌, 어촌, 산촌 등의 명확한 지역을 선정하여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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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조명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곳은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발문으로 유도한다.)
- 마을 전체의 넓이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 전기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회로도를 따로 준비해보기
① 가장 좋은 재료 중의 하나인 종이 박스의 크기를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도록 가로 50cm, 세로 30cm, 깊이 30cm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다.
② 크기에 따라 종이 재료는 얼마나 사용이 될지 미리 계산을 하여 준비하면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다.
③ 지난 시간에 배운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의 방법과 특징을 생각하여 마을에서 어떤
곳에 어떤 조명을 설치할 것인지 구상한다.

○ 활동2 : 마을의 조명 밝히기
① 완성된 마을에 본격적으로 조명 시설을 한다.
② 조명 재료
- 전구 : 단순하고 밝은 불빛이 필요할 때 사용
- 발광 다이오드 : 전기 소모가 적고 붉은색, 푸른색 등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공
간에 사용
③ 각종 재료
- 전선 : 가능하면 보이지 않도록 ‘매립’의 방법을 쓴다.
- 철사 : 예를 들어 철길의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철길 자체를 철사로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전선의 낭비도 막고 외관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④ 연결 방법
- 직렬 : 불빛이 강한 곳에서는 전구를 사용하면서 직렬연결을 고려한다.
예) 등대의 불빛, 일반 조명
- 병렬 : 불빛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불이 밝혀져야 하는 곳에서는
병렬 연결을 사용한다.
예) 가로등, 가정용 전기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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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3 : 전시회 열기
① 작은 전시회를 열어 그룹별로 완성된 마을을 상호 평가한다.
② 구조물과 장소에 따라 적절한 불을 밝히도록 조언하기

○ 개념 이해
① 전기회로 :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지, 도선, 스위치 등을 연결해 놓은 통로.
전기회로는 전류의 순환회로를 의미한다.
② 직렬연결 : 전구 두 개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
병렬연결 : 전선이 갈라져서 전구가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 마무리
간단한 전시회를 열어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① 상황제시 방향
장소에 따라 빛의 밝기가 왜 다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우리 마을을 설계한
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② 창의적 설계 방향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준비하여 아동들이 자신만의 마을을 꾸미고 그에 따른 전
기 조명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③ 감성적 체험의 방향
우리 주변에는 어떤 연결방법이 더 많을지 고민하고 가장 효과적인 연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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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 자료
[정전시 대응요령]
◎ 우리 집 전기가 안 들어와요
☞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집만 정
전이 되었다면
1. 현관 및 벽면에 있는 옥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
폐기 동작여부를 확인하고 차단기가 내려가 있을 경
우, 차단기를 올려줍니다.
2. 차단기를 올려도 바로 동작되어 다시 내려갈 경우는
옥내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다시 차단기를
올려보세요.
만약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경우는 가전기기를 하나씩 콘센트에 접속시켜보고, 특
정 가전기기를 접속할 때, 차단기가 동작하여 떨어질 경우는 가전기기가 누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가전업체로부터 A/S를 의뢰해야 합니다.
☞ 잠깐,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는 옥내 전등 및 콘센트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1. 옥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
폐기를 모두 내리고, 메인 차단
기인 누전차단기를 올립니다.
만약 분기 개폐기가 4개 있는
경우, 분기개폐기를 하나씩 올
려보고 특정 분기개폐기를 올
릴 경우 누전차단기가 동작되
었다면, 특정 분기 개폐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분기개폐기 회로만을 내려놓고 다른 개
폐기를 모두 올립니다.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는 옥내 전등 및 콘센
트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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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이란?]
◎ 누전의 정의
누전이란, 전류가 흘러야 할 정상적인 도선으로 흐르지 않고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전기
가 새고 있거나, 손상된 피복으로 다른 전기기계나, 전기기구, 금속재료 등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 누전 확인 방법
가정에 있는 모든 전기 스위치를 끄고, 가전기구의 플러그를 모두 빼놓은 후에 배전반의
전력량계가 작동하고 있으면 가정 어딘가에 누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전 예방 대책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 발생 시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어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기기계, 기구에 접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합선이란?]
◎ 합선의 정의
합선이란 가정의 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전기기기의 과다
사용 시 과전류로 인한 열의 발생으로 전선피복이 녹아 양극과 음극으로
된 두 전선이 맞닿은 상태로 이 때 스파크와 불꽃이 동시에 일어나 고열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합선 예방 대책
용량이 큰 전기기기의 동시 사용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배선으로 전기를 사용하
지 말아야 하며, 노후 된 배선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설
비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과전류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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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이란?]
◎ 감전의 정의
감전이란 전기가 누전되어서 흐를 때 사람이나 동물이 전기에 접촉되어 전류가 인체에
통하게 되어 전기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류의 크기(mA)

인체에 나타나는 현상

1

약간 찌릿한 감을 느낀다.

5

통증을 느낀다. (근육의 자제 기능)

10

자제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20

근육이 수축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근육의 경련현상)

50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이 곤란하다. (위험한 상태)

100

치명적인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다.

◎ 감전 사고 방지 대책
1.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충전부는 반드시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2. 전기기기 사용 시 필히 접지를 시켜야 합니다.
3.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4.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5.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6. 안전기에는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7. 불량한 제품이나 고장난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 : 전기안전공사 http://www.k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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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작은 마을 불 밝히기’ 프로젝트학습 계획서
학년 반

학년 반

이름
활동시기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활동주제

주요탐구
활동내용

이름/역할

개인별 활동 계획 - 과제 조사

비고

/
역할분담
활동계획

/
/
/

준비물

더 알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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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의 구조와 기능

특명! 식물 집중 탐구

5학년 1학기

주 제 명

특명! 식물 집중 탐구

적용 학년/시기 5학년 1학기 / 5월
적용 모형
차시

1

단계

프로젝트학습
소주제

도 입
탐구주제 식물과 일촌 학 습
활 동
탐색하기
되기
마무리
도 입
뿌리의 구조와 학 습
활 동
기능
마무리

주요 내용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제상황 파악하기
식물 각 부분의 기능 생각하기

집중 탐구주제 탐색하기
뿌리의 하는 일 관찰하기
양파, 당근 뿌리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기
2
수경재배로 줄어든 물의 양 측정하기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뿌리 연관된 내용을 찾아
보기
도 입 줄기의 외부형태의 공통점을 생각하며 관찰
줄기의 모양과 학 습
3
줄기에서 물의 이동 관찰하기
활 동
하는 일
지식 및
마무리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줄기 관련된 내용 찾아보기
기능
잎의 구조와 도 입 잎의 구조 알아보기
습득하기
잎에서
학 습
식물 잎 영구 프레파라트를 관찰하고 잎 그리기
4
만들어지는 활 동
물질 알아보기 마무리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잎의 관련된 내용 찾아보기
도 입 세밀화 감상하기
학 습
5-6
세밀화그리기 활 동 줄기와 잎, 꽃의 구조를 특징이 나타나게 그리기
마무리 세밀화에서 식물의 특징 관찰하기
도 입 꽃의 내부 탐색하기
꽃의 구조와 학 습
꽃가루 관찰용 프레파라트 제작하기
7
활 동
하는 일
마무리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꽃 관련 내용 찾아보기
탐구수행
도 입 열매의 구조를 직접 관찰하기
하기
열매의 구조와 학 습 씨앗이나 열매를 활용하여 마라카스(아프리카
8
활 동 음악 악기) 만들기
하는 일
마무리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열매의 관련 내용 찾아보기
도 입 식물의 구조와 각 부분의 기능 정리
탐구수행 식물의 구조와
학 습
9-10 결과
각 부분의 활 동 몸동작으로 식물의 한 살이 표현하기
나누기
기능 정리 마무리 프로젝트 탐구수행 수행결과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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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식물의 기본적인 구조, 기능에 관한 놀이와 실험을 통해 알게 된 핵심적인 개념을 이
해하고, 이러한 과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하는 학습전략으
로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주제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작은 발견과 의문, 흥미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탐구하여 학생
들 스스로 창의적 설계를 하며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구조,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현미경 조작법을 알고 식물의 여러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 식물에 관한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확인하는 실험을 할 수 있다.
- 주위의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태도를 기르며 식물의 다양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구조, 기능을 이해한다.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관계를 이해한다.
○ T : 현미경 사용법 및 각 부분의 기능을 잘 알고, 기본 실험도구를 적절히 다룬다.
○ E : 프레파라트를 직접 만들어 꽃가루 등을 관찰한다.
○ A : 식물 집중 탐구 프로젝트 학습시 심미적 아름다움과 자연의 조화를 느낀다.
○ M : 꽃의 탐색결과를 바탕으로 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꽃의 규칙성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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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식물도 잠을 잔다>, 겨울에도 날씨만 따뜻하면 개나리가 꽃을 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개나리 꽃이 어떻게 피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 창의적 설계
- 겨울에 꽃을 피는 이유를 식물의 각 부분에 따른 구조와 기능을 생각하며 프로젝
트 주제를 선정한다. 선정한 주제를 표현할 다양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찾아보기
-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쓰러지지 않고 말라죽지 않을 다양한 방법 설계하기
- 식물의 줄기가 대부분 원통형 이유를 통해 식물의 줄기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사물을 찾아보고, 설계하기

○ 감성적 체험
- 효율적인 생각을 통해 합리적 경험하기
- 자연생태와 자연을 정확히 기록하고 생태 보전에 앞장서는 식물세밀화의 예술적
가치 느끼기

5. 제작의도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
로젝트학습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융합적인 내용을 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
는 과정에서 주위의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식물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프
로젝트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창의적 설
계와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식물에 대한 감성적 체험을 하며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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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3. 식물의
과학
구조와
기능(1/10)

3. 식물의
과학
구조와
기능(2/10)

시수

1

1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삼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제상황 파
악하기
삼 식물 각 부분의 기능 생각하기
삼 ‘특명! 식물 집중 탐구’프로젝트학습
1단계
식물과 일촌
- 관심분야가 같은 학생끼리 소집단 구성
되기
하기
프로젝트학
(프로젝트1단
- 구체적 학습과제 선정하기
습
계-집중 탐구
- 능력별 과제 분담, 프로젝트 학습계획서 계획서
주제
작성하기
탐색하기)
Co 겨울에도 날씨만 따뜻해지면 햇볕이
드는 곳에서 개나리꽃이 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서 궁
금했던 식물의 세계를 식물과 일촌이 되어
서 집중 탐구해봅시다.
삼 뿌리의 하는 일 관찰하기
삼 양파, 당근 뿌리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기
삼 양파 수경재배로 줄어든 물의 양
측정하기
뿌리의
삼 ‘특명! 식물 집중 탐구’프로젝트학습 2
구조와 기능
단계
양파, 비커,
(프로젝트2단
- 수집한 자료의 정보교환을 통한 의사소통 물, 가위, 칼,
계-지식 및
- 심층연구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것들 돋보기
기능
경험하기(자료 추가 및 보충)
습득하기)
-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뿌리 연관된 내용을
찾아보기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쓰러지지 않고
말라죽지 않을 다양한 방법 설계하기
CD

과학

3. 식물의
구조와
기능(4/12)

1

줄기의
모양과 하는
일
(프로젝트2단
계-지식 및
기능
습득하기)

삼 줄기의 외부형태의 공통점을 생각하며
관찰
삼 줄기에서 물의 이동 관찰하기
삼 ‘특명! 식물 집중 탐구’프로젝트학습 2
단계
- 학습주제에 관련된 자료 탐색
- 프로젝트수행 과제해결을 위한 토의

다양한 식물
줄기, 돋보
기, 백합, 샐
러리, 붉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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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줄기 관련된 내용
찾아보기
식물의 줄기가 대부분 원통형 이유를
통해 식물의 줄기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사물을 찾아보고, 설계하기
CD

과학

미술

과학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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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의
구조와
기능(6-7/12)

자세히
그리기

3. 식물의
구조와
기능(9/12)

여러 가지
리듬꼴

1

잎의 구조와
잎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알아보기
(프로젝트2단
계-지식 및
기능
습득하기)

삼 잎의 구조 알아보기
삼 식물 잎 영구프레파라트를 관찰하
고 잎 그리기
삼 ‘특명! 식물 집중 탐구’프로젝트학습
2단계
- 프로젝트 정보 탐색
-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잎의 관련된 내용
찾아보기
ET

식물의 잎
(개나리, 자주
달개비), 광학
현미경, 식물
잎 영구프레
파라트

효율적인 생각을 통해 합리적 경험하기

2

삼 식물체의 각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 식물의
특징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필수적인 구도 잡는 방법 연습하기
다양한 식물
세밀화그리기
삼 줄기와 잎, 꽃의 구조를 특징을 나타 잎,
(보충,
나게 그리기
세밀화 작품
강화단계)
ET 자연생태와 자연을 정확히 기록하고 (예시자료)
생태 보전에 앞장서는 식물세밀화의 예술
적 가치 느끼기

1

삼 꽃의 내부 탐색하기
삼 꽃가루 관찰용 프레파라트 제작,
꽃의 구조와 관찰하기
하는 일
삼 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꽃의
(프로젝트3단 규칙성 찾기
계-탐구수행 삼 ‘특명! 식물 집중 탐구’프로젝트학습
하기)
3단계
- 탐구활동 및 프로젝트 과제수행
-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꽃 관련 내용 찾아보기

유채꽃, 백합꽃,
면도칼, 핀셋,
돋보기,
광학현미경,
받침유리,
덮개유리,
거름종이,
스포이트,
식물도감

1

삼 열매의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열매의
명칭알기
마라카스
삼 열매나 씨앗을 활용하여 마라카스(아프
만들기
리카 악기) 만들기
(프로젝트3단
 마라카스로 여러 가지 리듬꼴 만들기
계-탐구수행
삼 ‘특명! 식물 집중 탐구’ 프로젝트학습
하기)
3단계
-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열매의 관련 내용

열매(복숭아,
배, 사과, 콩
등), 칼, 식물
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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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 프로젝트 학습활동 마무리
- 소집단별 과제해결활동 결과정리

체육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3. 식물의
과학
구조와
기능(12/12)

1

1

식물의
구조와 각
부분의 기능
정리
(프로젝트4단
계-탐구수행
수행결과
나누기)

삼 식물의 구조와 각 부분의 기능 정리하기
삼 몸동작으로 식물의 한 살이 표현하기
삼 ‘특명! 식물 집중 탐구’ 프로젝트학습
프로젝트
4단계
학습계획서
-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 발표
-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반성
- 학습의 내면화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2

식물의 구조와 기능의 과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주제중심의 프로
젝트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3

새로운 시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독창적인 문제해결방법을 구
안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자기평가 / 동료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1차시]
○ 학습 주제
스스로 참여하는 자기주도적 창의적 설계로 단계별 진행의 프로젝트학습을 통하
여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식물을 학습주제로 소집단
끼리 협동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선정된 주제에 대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식물의 구조와 기능의 과학적 개념을 적용
하여 주제중심의 프로젝트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관심분야가 같은 학생끼리
소집단 구성하여 구체적 학습과제를 선정한 후, 능력별 과제 분담, 프로젝트학습 계
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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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PP자료, 동영상자료(다큐멘터리자료-KBS 식물의 사생활), 프로젝트학습 계획서

○ 도입 : 문제상황 제시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식물도 잠을 잔다’는 이야기와 사진으로 문제상황을 제시하
기(참고자료 참조)
겨울에도 날씨만 따뜻해지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개나리꽃이 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서 궁금했던 식물의 세계를 식물과 일촌이 되어서 집중
탐구해봅시다.

- 개나리는 잠자는 시간이 짧아서 보통 12월이면 잠에서 깨어난다.
- 한겨울에도 날씨만 따뜻하면 겨울눈이 깨어나 꽃을 피운다.

[겨울에 눈 속에서 피어있는 개나리 꽃]

◆ 오늘의 활동소개하기

- 식물의 각 부분에 따른 구조와 기능을 생각하며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보자.

○ 활동1 : 문제상황 파악하기
◆ 문제상황으로 식물 이야기 나누기

- 겨울철 개나리꽃이라면?
① 식물의 입장에서 문제상황을 생각해보며 이야기 나눈다.
② 보충자료로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알 수 있는 ‘식물의 사생활’이라는 동영상 자
료를 활용하여 겉으로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는

38

5학년 1학기 5월❙특명! 식물 집중 탐구

동물 못지않게 많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다큐멘터리자료-KBS 식물
의 사생활).
③ 동영상 시청 후 끌어낸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겨울철 개나리꽃과 연관시켜
식물의 구조와 기능의 과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프로젝트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한다.

○ 활동2 : ‘특명! 식물 집중 탐구’ 프로젝트학습 1단계
◆ 프로젝트학습 계획서 작성하기

①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개인 주제망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관심 학습주제
를 탐색한다.
② 관심분야가 같은 학생끼리 소집단을 구성하고 ‘특명! 식물 집중 탐구’프로젝트
학습에 관한 구체적 학습과제를 선정한다.
③ 소집단에서 협동적으로 능력별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젝트 수행 방법을 토의한다.
④ 프로젝트학습 계획서를 작성하며 구체적인 정보의 탐색 방법을 공유한다.

○ 개념 이해
- 식물 각 부분의 기능 생각하기
뿌리는 물을 흡수하고, 줄기는 식물체를 지탱하고, 잎은 양분을 만들고, 열매는 씨
가 들어 있음.

○ 마무리
학습주제별로 선정된 소집단에서 개인별 과제에 따른 활동계획 및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와 집중 탐구 주제를 정리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① 겨울에 눈 속에서 피어있는 개나리꽃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공감이 가도록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상황을 잘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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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프로젝트학습의 학습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상황제
시이므로 너무 심층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창의적 설계 방향 :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때 때로 개인적으로 너무 지엽적이거
나 동떨어진 주제는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관계된 영역의 학습주제에 포함시키는
등 의논을 하여 관심분야가 같은 학생끼리 소집단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교사가
중재 역할을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 움직임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인식시켜
주변의 식물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 교사용 참고 자료
1) 국화는 왜 가을에만 꽃이 필까?
국화는 단일식물이기 때문이다. 식물은 1년 내내 꽃을 피우지는 않는다. 봄에는 개나라,
목련, 개나리, 목련, 진달래 등이 피고, 수국은 여름에 핀다. 또, 국화와 코스모스는 가을을
알려 주는 꽃들이다. 식물은 어떻게 꽃을 피울 때를 아는 것일까? 식물의 잎에는 피토크롬
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길이를 감지해 가장 알맞은
때 꽃눈을 만들어 꽃을 피게 한다. 햇빛이 비치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기온이 점점 높아
지는 봄에 꽃이 피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 한다. 반대로 밤의 길이가 길어지며 기온이 점
점 낮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한다.
2) 겨울에는 왜 식물이 시들까?
겨울이 오면 기온이 낮아져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밖으로 빠
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흡수하는 양이 적어지게 된다. 결국 식물의 몸속에 물이 부족하게
되어 풀은 시들고 나무는 잎이 떨어진다.
또, 겨울에는 식물의 몸속에 있는 물이 대부분 얼게 되어, 겨우 빨아들인 물조차도 잎으
로 운반될 수 없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해살이풀들은 씨를 만들어 퍼뜨리고 여러해살이풀
들은 씨를 퍼뜨린 후 땅위에 납작하게 붙어 겨울을 난다. 이 모습이 마치 장미꽃처럼 생겨
로제트라고 부른다. 로제트는 땅에 바짝 붙어 있어서 땅으로부터 지열을 받고, 또 햇빛도
받으면서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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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도 잠을 잔다?
동물의 겨울잠과는 다르지만 식물도 잠을 잔다. 겨울눈이나 씨가 싹을 틔우지 않고 있는
상태를 식물의 잠이라 한다. 잠을 자는 기간은 식물마다 다르다. 개나리는 잠자는 시간이
짧아서 보통 12월이면 잠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날씨만 따뜻하면 겨울눈이 깨
어나 꽃을 피운다. 물푸레나무와 너도밤나무는 4월까지 계속 긴 잠을 자며, 그 전에는 절대
깨어나지 않는다. 겨울눈뿐만 아니라 씨도 잠을 잔다. 딱딱한 껍질에 싸여 추운 겨울을 견
디다가 온도와 수분,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알맞으면 잠에서 깨어나 싹을 틔운다. 보리,
벼의 씨는 축축한 땅에 떨어지면 곧바로 싹이 난다. 하지만 잔디의 씨는 잎과 함께 소에게
먹혀, 위 속에서 껍질이 벗겨진 뒤, 소똥에 섞여 나와야 비로소 싹을 틔울 수가 있다.
출처 : 식물박물관, 웅진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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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특명! 식물 집중 탐구’ 프로젝트학습 계획서
학년 반

학년 반

이름
활동시기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활동주제

주요탐구
활동내용

이름/역할
/
역할분담
활동계획

/
/
/

준비물
더 알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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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은 생물의 세계

작은 세상, 넓은 세계

5학년 1학기

주 제 명

작은 세상, 넓은 세계

적용 학년/시기 5학년 1학기 / 6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주제중심학습
소주제

내용

도 입
주변의 작은 학 습
1 주제확인
생물 관찰하기 활 동
마무리
도 입
물에 사는 작은 학 습
2
생물 관찰하기 활 동
마무리
도 입
다양한
시각으로
학 습
3~4
활 동
대상을
마무리
표현하기
도 입
마이크로 세계 학 습
5
활 동
탐색하기
마무리
탐색 및
탐구활동 작은 생물과 도 입
학 습
6
우리생활의
활 동
관계
마무리

7~8

발효식품
홍보대사

9~10

곰팡이도
아름답다

관련 교과

작은 생물과 우리생활과의 관계 파악
작은 생물의 개념, 서식지의 특징 정리

과학

작은 생물들을 사는 곳에 따라 분류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의 자유탐색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 프레파라트 만들기

과학

물속 작은 생물의 서식지에 따른 생활방식 정리
관찰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관찰한 대상을 특징이
나타나게 자세히 그리기

미술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하기
‘작은 생물의 세계’ 동영상 시청하기
마이크로세계 탐색하기
-돋보기, 루페, 현미경, 핸드폰, 디카 사용
땅에 사는 작은 생물의 서 따른 생활방식 정리
생활에서 작은 생물의 영향 알아보기

과학

발효음식의 쓰임새 조사하기

과학

작은 생물과 우리생활의 관계 정리하기

도 입 우리생활에서 발효식품의 예와 효능
학 습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 만들기
활 동
마무리 시식 및 상호평가하기

실과

도 입 디자인의 이용할 수 있는 곰팡이 균사와 포자 관찰
학 습 곰팡이 사진을 보고 창의적인 새로운 무늬를
활 동 디자인하기
마무리 친구들이 만든 무늬를 이용방안 구상하기
도 입

11

탐구결과
처리

보건과 안전

미술

유해한 영향의 작은 생물로부터 건강을 지키
는 방법

학 습
상한 음식 구별하기
활 동
마무리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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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동물과 식물에서 벗어나 주의 깊게 살
펴보아야 관찰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작은 생물들을 찾아 그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아보
고자 한다. 이러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 작은 생물과 생활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써 작은 생물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넓은 세계와 연계하는 기초적 학
습 전략을 주제 중심 학습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관
찰한 것을 여러 영역을 확대하여 학생 스스로 흥미와 관심을 갖고 탐구하며, 창의적 설
계를 하고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우리 주변에 사는 여러 가지 작은 생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작은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현미경을 사용하여 주변의 다양한 작은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작은 생물의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 작은 생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과 유해한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우리 주변에 사는 여러 가지 작은 생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작은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 T : 현미경, 루페의 사용법 및 각 부분의 기능을 잘 알고 잘 다룬다.
○ E : 프레파라트를 직접 만들어 관찰한다.
○ A : 작은 생물 탐구 학습시 심미적 아름다움과 자연의 조화를 느낀다.
○ M : 작은 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배율을 조정하여 적절한 크기의 선명한 화질
의 상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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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일본에서는 일본 배추가 물이 너무 많아 도저히 발효 과정으로 김치를 만들 수 없
어, 중국산 배추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회사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made in
Japan’의 ‘Kimuchi’라는 상표를 달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이를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은 무심코 “김치는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너무 흔하여 소중함을
못 느끼는 “공기”처럼… 우리의 전통 음식이지만 언제나 우리 식탁에 있는 그리 소
중하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 김치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기에 일본이 그리도 탐
을 낼까? 작은 생물과 우리의 생활을 관련지어 생각보자.

○ 창의적 설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발효식품
을 이용한 먹거리를 생각해보며 그 조리과정을 찾아보자.

○ 감성적 체험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은 생물이 우리 생활에 주는 이로움을
예상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한다.

5. 제작의도
학생들이 서식지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진 작은 생물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작은 세상 넓은 세계’란 내용으로 주제중심학습을 전개하고자 한다. 작은 생물을 통해
작은 생물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융합적으로 구성하여 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
하는 과정에서 생물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주제중심학습을 수행하면
서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창의적 설계와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작은 생물에 대한 감성적 체험을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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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4. 작은
생물의
과학
세계
(2/11)

시수

1

4. 작은
생물의
과학
1
세계
(3-4/11)

미술

자세히
그리기

2

소주제

주변의
작은 생물
관찰하기

학습 내용

삼 작은 생물과 우리생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상황 제시
삼 작은 생물의 개념, 서식지의 특징 정리하기
삼 조사한 작은 생물들을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하기

생물도감, 학
일본이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앞서 세
습지
계에 먼저 알리고‘made in Japan’의 ‘Kimuchi’라
는 상표를 달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치
는 어떤 음식이기에 일본이 그리도 탐을 낼까요? 작
은 생물과 우리의 생활을 관련지어 생각해봅시다.
Co

삼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해캄, 물벼룩)을 맨눈
으로 관찰하기
삼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해캄, 물벼룩)을
물에 사는
다양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기
작은 생물
삼 해캄으로 프레파라트 만들기
관찰하기
CD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봅시다.

다양한
시각으로
대상을
표현하기

준비물

물속의 작은
생물(해캄, 물
벼룩), 페트리
접시, 핀셋,
돋보기, 현미
경, 생물도감,
학습지

삼 관찰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다양한 구도 잡아보기
해캄, 물벼룩
삼 돋보기나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대 세밀화 작품
상을 특징이 나타나게 자세히 그리기
(예시자료)
ET 자연생태와 자연을 정확히 기록하고 생태
보전에 앞장서는 세밀화의 예술적 가치 느끼기

삼 마이크로세계 탐색하기
-돋보기, 루페, 현미경, 핸드폰.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동영상)을 사용하여 관찰하기
마이크로
삼 땅에 사는 작은 생물을 맨눈으로 관찰하기
4. 작은
세계
삼 땅에 사는 작은 생물을 현미경으로 관
생물의
탐색하기
찰하고 그리기
과학
1
세계
-땅에 사는
삼 땅에 사는 작은 생물의 생김새 , 정리하기
(5-6/11)
작은 생물
삼 땅에 사는 작은 생물의 서식지 예상, 서식지
관찰하기
에 따른 생활방식 정리하기

우산이끼, 개
미,
페트리
접시, 핀셋,
돋보기, 루페,
현미경(디지
털,
실체),
디지털카메
라, 핸드폰,
생물도감, 학
CD 땅에 사는 작은 생물을 관찰하기 위한 다양
습지
한 방법과 적절한 도구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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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은
생물의
과학
세계
(8/11)

실과

미술

나의
영양과
식사

디자인

건강생활
체육 과 운동
안전

1

2

2

1

작은
생물과
우리생활
의 관계

삼 생활에서 작은 생물의 영향 알아보기
-김치, 된장, 간장 등의 발표식품
삼 발효음식의 쓰임새 조사하기

생물도감

작은 생물을 이용한 창의적인 유기농법 고
안하기
CD

발효식품
홍보대사

삼 우리생활에서 쓰이는 발효식품의 예와 효능
알아보기
삼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 개발서 만들고 발효식품 요
요리하기
리에 필요한
CD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 우리의 재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발효식품을 이용한
먹거리를 생각해보며 그 조리과정을 찾아봅시다.

곰팡이도
아름답다

삼 디자인에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곰팡이 균사와 포자 관찰하기
곰팡이사진,
삼 곰팡이 사진을 보고 창의적인 새로운 무늬
도화지, 색연
를 디자인하기
필, 싸인펜
 친구들이 만든 무늬를 어디에 이용할지 구상
하기

보건과
안전

삼 유해한 영향을 주는 작은 생물로부터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삼 상한 음식 구별하기
인터넷자료
삼 평소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작은 생물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작은 생물과 우리
생활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2

서식지에 따라 작은 생물을 찾고 분류하며 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3

새로운 시각으로 생물의 다양성과 살펴보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
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기평가 /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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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7-8차시]
○ 학습 주제
우리 주변의 작은 생물들 대한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제로 발효식품을 선정하였다. 관찰한
작은 생물의 탐구학습 결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발효식품의 예와 효능을 조사한 기초
적 이론을 바탕으로 발효식품의 우수성이 드러나게 학생들이 스스로 요리서를 개발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제중심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작은 생물에 대한 감성적 체험을 하며 나아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도
록 학습 단계를 구성하였다.

○ 준비물
발효식품 요리에 필요한 재료

○ 도입
① 문제상황 제시하기
일본에서는 일본 배추가 물이 너무 많아 도저히 발효 과정으로 김치를 만들 수
없어, 중국산 배추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회사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made
in Japan’의 ‘Kimuchi’라는 상표를 달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은 무심코 “김치는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너무 흔하여
소중함을 못 느끼는 “공기”처럼… 우리의 전통 음식이지만 언제나 우리 식탁에 있
는 그리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여깁니다. 김치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기에 일본
이 그리도 탐을 낼까요?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와 연관을 지어 생각해봅시다.
② 알고 있는 발효식품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③ 발효식품은 왜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지 이야기 해보자.
④ 오늘의 활동소개하기
발효식품의 대표적인 예와 효능을 조사 발표하고,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를 개
발하여 만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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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1 : 발효식품에 대해 조사 발표하기
◆ 발효식품에 대해 조사 발표하기

① 우리의 전통 음식 중 발효 식품에 대해 조사해보자.
② 세계의 발효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③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해보자.

○ 활동2 :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 개발서 만들기
① 발효식품의 우수성이 잘 드러난 요리를 개발해본다.
② 이 음식이 어떠한 점에서 우수한지 이야기해 본다.

○ 활동3 :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 만들기
①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본다.
② 어느 모둠이 발효식품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렸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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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이해
작은 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발효식품에 있는 유산균을 통해 몸속에 있는 나쁜 미생물을 죽이거나 없애는 역할
을 함
- 식초와 같은 강한 산성의 음식은 방부효과, 식품의 저장, 의약품 등에 이용됨

○ 마무리
① 다른 모둠이 개발한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를 보고 잘된 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하
며 상호평가한다.
② 상품으로 개발하고 싶은 다른 모둠의 발효식품 요리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오늘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발효식품으로 상황 제시한 김치만 생각하지 않도록 다양한 요리를 떠오르게 함.
- 창의적 설계 방향
① 다양한 발효식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에 개발서를 만들면 더 다양한 요리가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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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에 있는 요리를 하기보다 창의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독려함.
- 감성적 체험의 방향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은 생물이 우리 생활에 주는 이로움을
예상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함.

※ 교사용 참고 자료
1. 유산균의 효능
◇ 암을 예방한다
유산균이 설사와 변비를 예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막아
설사를 멈추게 하고, 젖산을 만들어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변비를 막는다. 최근 학
계에서는 유산균의 새로운 효능, 즉 항암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신슈대 아키요시 호소
노 교수는 유산균 발효유가 발암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 면역반응도 좋게 한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면역계는 항체를 생산해 물리친다. 유산균은
이 항체 생산을 촉진, 병원균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한다. 유산균이 만들어 내는 아시도린과
락토시긴이란 물질은 장내 유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항생제 역할을 한다. 유산균은 유
해한 박테리아뿐 아니라 유익한 균까지 죽이는 항생제의 과다 복용으로 무너진 장관내의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산균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 뜨려 성인병을 예방하고 장관 내에서 비타민B1, B2의
합성을 도와 비타민 결핍을 예방한다. 칼슘의 섭취를 촉진하는 것도 유산균의 역할이다.
칼슘이 많은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마시면, 그냥 우유를 마실 때보다 칼슘이 더 잘
흡수된다. 칼슘은 유산균이 만들어낸 젖산과 결합될 때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기 때문
이다.
◇ 알레르기도 예방
유산균이 난치성 알레르기 질환인 유아 습진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으로 최근 밝혀졌다.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 최신호에 따르면 요구르트와 치즈에 들어 있는
유산균-GG 캡슐을 임신부와 신생아에 투여한 결과, 유아습진 위험이 50%나 감소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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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산균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은 젖산균이라고도 불리는 박테리아(細菌)로 막대기모양이나
둥근 형태를 지닙니다. 이들은 포도당 또는 유당 등의 탄수화물을 소화 이용하고, 최종 산
물로 주로 젖산을 만들면서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얻어서 살아가는데 약 60여종(種 :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 존재하며 비피더스까지 포함하면 100여종이 됩니다.

3. 문자기록이 남겨지기 이전부터 인류와 함께해온 유산균
인류가 유산균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문자기록이 남겨지기 이전부터인 것으로 밝혀지
고 있습니다. 신화, 전설 및 성경에서 유산균 발효를 이용하여 식품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성경 구약 창세기 18장 1-10절에 아브라
함이 세 사람의 방문을 받았을 때 우유의 응고물을 대접하였고, 사사기 5장 25절에는 우유
의 응고물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신명기 32장 14절에 모세가 여호와에게서 받아 그의 백성
들에게 나누어 준 음식은 소와 염소의 산유(酸乳, sour milk)인 것으로 여겨지고, 페르시아
판(版)의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8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장수한 것은 산유를 마셨기 때문
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76년에는 로마의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Plinius,
23~79)가 장염을 치료할 때 발효유를 먹도록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인류가 유산균을 이용한 식품을 섭취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생명체, 유산균
대표적인 유산균으로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는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락토코커스(Lactococcus), 그리고 비피더스(Bifidobacteria)균들이 있습니다. 이 유
산균들은 요구르트, 치즈, 김치 등의 여러 가지 발효 식품을 만들어 주며, 사람과 동물의
소화 장기 안에서 살아가면서 소화 장기의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생명체입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 효과를 갖고 있는 유산균들은 장내 유해세균의 억제, 장내 정상균총
의 유지,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증진, 항암 등의 건강증진 효과를 나타냅니다. 유산균
이 요구르트를 통하여 체내에 섭취되면 장내에서 자라면서 우점(優占)하게 되고 젖산과 항
균성 물질을 생산하여 해로운 세균, 즉 이질균, 병원성 대장균, 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등
을 억제하면서 장내균총을 정상 상태로 개선합니다. 또한 장내의 유해물질을 분해하거나

52

5학년 1학기 5월❙특명! 식물 집중 탐구

장내 미생물이 유해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숙주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효
과도 나타냅니다.
발효유에 의한 유산균의 꾸준한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기도 하는데 임상
실험에 의하면 발효유를 먹은 사람의 집단은 혈중의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함량이 다른 시험군의 사람에 비해 낮았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유를 마
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픈 현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유산균은 이러한 증상
을 완화시켜 주므로 우유를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발효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산균이 설사나 변비 예방과 같은 장 건강 이외에도 위나 간의 건강을 지켜준
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 건강과 관련하여 위궤양을 일으키는 주범
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유산균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위내의 산성 환경
에서도 살아남아서 파일로리균이 위벽 세포에 흡착하는 것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간 기능은 알코올, 담배연기, 환경오염물질에의 노출 등에 의해 저하되는데 프로바이오
틱인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HY7401과 같은 유산균은 장내에서 알코올 및 발암물질인 아
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여 간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임으로써 간 기능 저하를 막아주며 비
피도박테리움 롱검 HY8001은 항산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에
서 이들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를 섭취함으로써 간기능 개선, 항산화, 그리고 혈중 알코올
감소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답니다.
5. 인체 건강을 위한 유산균 효능의 미래 가능성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식품들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인류가 오랜 역사동안 경험을 통해
체득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물질,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인지에 알지 못했을 뿐입니
다. 발효식품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불과 100여 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인체에 대한 신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더 많은 유익함이 확인될 것입
니다. 특히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유산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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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발효식품 홍보대사
○○초등학교

5학년

1. 활동하며 생각해요
� 우리 주변의 발효식품은 무엇이 있나요?

� 발효식품은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2. Up! Up!
�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 개발하기
1. 요리 이름
2. 이용할 발효식품
3. 필요한 재료

4. 요리 방법

5. 효능 및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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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동료평가)

발효식품 홍보대사
○○초등학교 5학년 반 이름: (

)

1. 생각을 공유해요
◆ 다른 모둠이 개발한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를 보고 잘된 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모둠명

잘된 점

개선 점

완성도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2. 요리 평하기
◆ 상품으로 개발하고 싶은 다른 모둠의 발효식품 요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효식품 요리
그 이유?

3. 활동 정리하기
◆ 오늘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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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몸

뼈와 근육! 우리는 단짝 친구

5학년 2학기

주 제 명

뼈와 근육! 우리는 단짝 친구

적용 학년/시기 5학년 2학기 / 9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주제중심학습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1

2

주제확인

인체모형
만들기

뼈와 근육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학 습
활 동

팝핀댄스 뮤직비디오를 보고 몸의 움직이는데 필
요한 신체 부분 관찰하기
인체모형 만들어 전시하기

과학

인체모형 만들기를 통해 문제상황 이해하기
인체 골격 모형에서 뼈와 근육의 생김새 관찰하기
뼈와 근육의 모형을 만들어 움직여보기

뼈와 근육의 생김새를 자유롭게 발표하며 정리하기
마리오네트 인형극 관찰하기
마리오네트
인체 모형의 관절 부위에 실을 매달고 음악에 따
3~4
음악극
라 인형동작 만들기
관절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마리오네트 음악극 감
만들기
탐색 및
마무리
상하며 상호평가하기
탐구활동
도 입 우리 몸에서 선대칭인 부분 찾아보기
우리 몸과 학 습
5
나의 얼굴사진 중앙에 거울 놓고 관찰하기
활 동
선대칭
마무리 활동을 통해 선대칭의 개념 이해하기
도 입 거울로 본 실물과 복사된 사진의 얼굴 비교하기
자화상
학 습 자화상 그리기
6~7
활 동 -OHP필름을 놓고 점묘화로 표현
그리기
마무리 작품 감상하며 상호평가하기
재활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인공수족, 인공관절
도 입
살펴보기
재활보조장치
①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대신하는 인공수족, 인
8
학 습
공관절의 개발에 대해 알아보기
설계하기
활 동
② 재활보조장치 설계하기
탐구결과
마무리 설계한 장치 이야기 나누기
처리
비상구표시 사람의 동작이 실제로 가능한 동작인
도 입
지 친구들과 해보기
9
신체표현활동 학 습 신체관절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소집단별로 몸으
활 동 로 글자 만들기
마무리 활동 후 신체관절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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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우리 몸의 각 기관 중 뼈와 근육에 대한 기본적이 구조와 기능을 다루면서 이들이 유
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몸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을 재발견하고 소중
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우리
몸에 대하여 관찰한 것을 스스로 발견하여 탐구하며, 창의적 설계를 하고 감성적 체험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관찰하여 뼈와 근육의 모형을 만들고, 이를 효과적인 관절
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인체모형 만들기를 통해 우리 몸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건강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이해한다.
○ T : 효과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고안하고 잘 다룬다.
○ E : 뼈와 근육의 모형을 만들어 움직여 본다.
○ A : 인체 모형의 관절 부위에 실을 매달고 음악에 따라 인형동작을 만들며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낀다.
○ M : 우리 몸에서 선대칭인 부분 찾아보며 선대칭의 개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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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로봇다리 세진이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천만 가지 중에서 딱 세 개만 없습니
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진이에게 없는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진이는 로봇
다리를 하고 세상에 홀로 우뚝 섰고, 그 다리로 로키산맥을 오르고 마라톤을 완주했
습니다. 우리가 뼈와 근육의 과학지식을 기초로 한 첨단과학을 이용하여 세진이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좋은 첨단재활장비를 만들어 줍시다.

○ 창의적 설계
- 완성된 인체 모형을 살펴보고 표현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찾아보기
- 뼈와 근육이 다른 역할을 하는 신체의 여러 부위를 찾아보고, 그 구조와 역할을 효
율적으로 바꾼다면?
- ‘뼈가 없다면, 근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등 뼈와 근육에 대한 궁금한 점을 생각
해보기
- 효과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실의 종류 및 길이 등 다양한 장치 고안
하기
- 재활치료를 위해 첨단과학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로봇 팔, 다리’ 을 고안하기
- 몸으로 창의적인 글자를 만들 방법을 생각하기

○ 감성적 체험
- 다양한 표정을 만드는 근육의 위치를 찾아보고, 멋진 표정을 만들어 자존감을 높이기
- 인체 골격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기

5. 제작의도
학생들에게 뼈와 근육의 위치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진 우리 몸에 대해 관심과 호기
심을 가지고 ‘인체 골격의 재발견’이란 내용으로 주제중심학습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
몸에서 뼈와 근육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융합적으로 구성하여 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의 중요성과 신체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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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주제중심학습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창의적 설계와 문
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감성적 체험을 하며 우리 몸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과학

단원

1. 우리
몸(1/10)

시수

1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삼 인체모형 만들어 전시하기
자신의 머리사진과 종이를 이용하여 인체모형 만
들기
삼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생각해
보기
삼 내가 만든 인체모형과 친구들이 만든 인체 모
인체모형 만
형을 통해 문제상황 제시
들기,
Co 로봇다리 세진이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
인체모형
머리사진, 가
천만 가지 중에서 딱 세 개만 없습니다. 하지만 사
만들기
위, 풀, 똑딱
람들은 세진이에게 없는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그
단추, 싸인
러나 세진이는 로봇다리를 하고 세상에 홀로 우뚝
펜, 색연필
섰고, 그 다리로 로키산맥을 오르고 마라톤을 완주
했습니다. 우리가 뼈와 근육의 과학지식을 기초로
한 첨단과학을 이용하여 세진이의 꿈이 이루어지
도록 더욱 좋은 첨단재활장비를 만들어 줍시다.
완성된 인체 모형을 살펴보고 표현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찾아보기
CD

과학

1. 우리
몸(2/10)

악곡의
음악 특징을
살려

1

삼 인체 골격 모형을 관찰하면서 내 몸의 뼈 만
져보기
인체 골격모
삼 뼈와 근육의 생김새를 자유롭게 발표하기
형, 줄자, 상
삼 뼈와 근육의 모형을 만들어 움직여보기
자 세 개, 스
CD
뼈와 근육
① 뼈와 근육이 다른 역할을 하는 신체의 여 타킹 2개, 솜,
러 부위를 찾아보고, 그 구조와 역할을 효율적으로 두꺼운 면실,
칼, 가위, 셀
바꾼다면?
② ‘뼈가 없다면, 근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등 로판 테이프
뼈와 근육에 대한 궁금한 점을 생각해보기

2

마리오네 삼 관절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마리오네트 음 인체모형, 다
트 음악극 악극 만들기
양한 실, 가
만들기 삼 인체 모형의 관절 부위에 실을 매달고 음 위, 셀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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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 따라 인형동작 만들기
삼 실제 우리 몸의 움직임과 비교하기

테이프, 나무
젓가락, 빨대
CD 효과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실
음악
의 종류 및 길이 등 다양한 장치 고안하기

표현하기

수학 3. 대칭

1

우리 몸과
선대칭

삼 머리뼈의 역할과 얼굴 근육이 하는 일 살펴보기
삼 우리 몸에서 선대칭인 부분 찾아보기
삼 나의 얼굴사진 중앙에 거울 놓고 관찰하기
- 선대칭의 개념이해 및 적용

사진, 거울,
다양한 표정을 만드는 얼굴 근육의 위치를 찾
학습지
아보기
CD

기쁜 표정을 지었을 때 어떤 표정근이 움직이
는 지면서 만들어지는 찾아보고 나의 멋진 모습을
만들어 보기
ET

미적체험
미술
/표현

과학

2

1. 우리
1
몸(10/10)

자화상
그리기

삼 거울로 본 실물과 복사된 사진의 얼굴 비교
하기
 자화상 그리기
- 복사된 나의 얼굴위에 OHP필름을 놓고 네임펜으
로 점찍어 점묘화로 표현하기

복사된 사진,
OHP필름, 네
임펜, 대지용
색상지

삼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대신하는 인공수족,
인공관절의 개발에 대해 알아보기
재활보조 삼 재활보조장치 설계하기
CD 재활치료를 위해 첨단과학을 이용해서 개발
장치
설계하기 할 수 있는 ‘로봇 팔, 다리’를 고안하기
인체 골격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몸의 소중
함을 알기
ET

체육 주제표현

1

삼 비상구표시 사람의 동작이 실제로 가능한
동작인지 친구들과 해보기
삼 신체관절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협동글자 만
신체표현
들기
비상구표시
활동
CD 몸으로 창의적인 글자를 만들 방법을 생각하기
친구들과 협동하여 활동하며 신체관절의 중
요성을 깨닫기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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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2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관찰하여 모형을 만들고, 이를 효과적인
관절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자기평가 / 동료평가

3

인체모형 만들기를 통해 우리 몸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건강한 몸의 소중함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3-4차시]
○ 학습 주제
우리 몸의 뼈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제로 마리오네트 음악극 만들
기를 학습주제로 선정하였다. 관찰한 인체 골격 모형의 탐구학습 결과와 다양한 재
료를 활용하여 우리 몸의 뼈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조사한 기초적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마리오네트 음악극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제중심학습을 통해 학
생들에게 뼈와 근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감성적 체험을 하며 나아가 우리 몸의 소
중함을 인식하도록 학습 단계를 구성하였다.

○ 준비물
인체모형, 다양한 실, 가위, 셀로판 테이프, 나무젓가락, 빨대, 음악

○ 도입
① 문제상황 제시하기
로봇다리 세진이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천만 가지 중에서 딱 세 개만 없습
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진이에게 없는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진이는
로봇다리를 하고 세상에 홀로 우뚝 섰고, 그 다리로 로키산맥을 오르고 마라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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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했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 수영을 시작하여, 2006년도 일본 아태 장애인수영
선수권대회 6위, 2007년도 독일 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 2위 등의 기록을 이어갔습
니다. 그 뒤에는 세진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본 든든한 가족이 있었
습니다. 누나는 세진이를 위해서 학교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
았으며, 엄마는 아픈 허리에도 불구하고 세진이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
나 달려갔습니다. 이런 가족 덕분에 세진이는 로봇다리로 세상을 잘 걷게 되었습
니다. 이제 세진이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박태환 선수보다 더 훌륭한
수영선수가 되는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뼈와 근육의 과학지식을 기초로
한 첨단과학을 이용하여 세진이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좋은 첨단재활장비를
만들어 줍시다.(MBC 스페셜, 로봇다리 세진이, 2010.4.20)
②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감상하며 뼈와 근육의 모양과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③ 오늘의 활동소개하기(EBS, 세계테마기행 동유럽의 낭만 체코 4부, 2010.5.20)
뼈와 관절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마리오네트 음악극 만들어 보자.

○ 활동1 : 뼈와 근육의 움직임 관찰하기
① 3D 인체뷰어(http://teamlabbody.com)에서 뼈와 근육의 움직임을 부위별로 조절하
며 살펴본다.
② 마리오네트 음악극에 활용할 뼈와 관절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본다.
- 마리오네트 인형(인형극에 사용하기 위해 몸의 각 부분에 실을 걸어 조작할 수
있게 만든 인형)을 조작방법 이야기하기
-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작할 때 움직이는 부분과 실제 몸에서 뼈와 관절의 차이점
을 비교하기
- 마리오네트 인형극에서 구상한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 활동2 : 인체 모형을 이용하여 마리오네트 인형만들기(예시)
① 관절 부위에 실을 묶은 후 나무젓가락(빨대)에도 묶는다.
② 움직임에 실의 길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때 실의 종류, 길이, 어떤 부위에 몇
가닥의 실을 연결 하느냐에 따라 인형의 움직임의 폭이 매우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③ 실을 매달아 인형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여러 번의 수정 끝에 자신이 원하는 인형
을 제작하는 창의적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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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 : 요구르트 병으로 마리오네트 인형만들
기 (http://www.scienceall.com)
마리오네트 인형 제작에 좀 더 주안점을 둔
다면 요구르트 병과 같은 생활 주변의 재료를
이용하여 보다 창의적으로 마리오네트 인형을
제작할 수 있다.
① 사진과 같이 요구르트 병을 놓는다.
- 요구르트 병은 뼈 역할을 한다.
② 요구르트 병 바닥 중앙에 구멍을 뚫은 후, 요구르트 병 사이를 털실로 이어 매듭을
짓는다.
③ 나무젓가락을 십(+)자 모양으로 고정시킨 후, 중앙을 머리와 연결한다.
④ 나무젓가락의 각각의 끝을 팔꿈치, 무릎부분과 연결한다.
⑤ 나무젓가락을 움직이면서 인형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한다.

○ 활동3 : 마리오네트 음악극 만들기
① 제작한 마리오네트 인형을 음악에 맞게 인형동작을 구성한다.
② 재미있는 음악극을 만든다.
③ 연습한 마리오네트 음악극을 발표한다.

○ 개념 이해
① 우리 몸은 뼈와 뼈가 맞닿는 관절로 연결되어 움직일 수 있다.
② 근육은 뼈를 움직이게 하여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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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① 다른 모둠이 연습한 마리오네트 음악극을 감상하고 잘된 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하
며 상호 평가한다.
② 해 보고 싶은 다른 모둠의 인형 조절동작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오늘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근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등뼈와 근육과 관련된 다
양한 질문을 통해 뼈와 근육에 흥미를 유발시킨다.
- 창의적 설계 방향
① 제작한 마리오네트 인형을 음악에 맞추어 조절하면서 마리오네트 음악활동시
줄이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②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설계하고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독려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
뼈, 근육, 관절은 실제로 보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친숙해지며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 교사용 참고 자료
1. 마리오네트 인형극
르네상스 때부터 19세기에 걸쳐 성행하며 인기를 끌었다. 소형무대를 설치하고 조작하는
사람이 무대 상부에서 인형을 움직인다. 옛날에는 인형 머리에 붙인 나뭇개비나 철사로 조
작하였으나 18∼19세기에 몇 가닥 실로 조종하는 법을 연구해 냈다. 프랑스에서는 샤를마
뉴 대제(大帝)의 군대 이야기나 롤랑 전설, 영국에서는 이탈리아 희극의 흐름을 이은 펀치
와 주디의 쇼 같은 것이 인기를 끌었으며, 19세기에는 풍자나 희화화(戱畵化)의 수단으로
인형극이 예술가 사이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출처] 마리오네트 [marionette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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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화속의 마리오네트 인형
꼭두각시 인형의 끈을 당기며 두 아이와 놀아주는 공병, 조제프 루이 이폴리트 벨랑제
(1835), 마냉미술관 소장

3. youtube를 통해서 살펴본 '마리오네트 뮤지컬'
① 신동호의 예술(marionette)
http://www.youtube.com/watch?v=qYpvK7QgLCU
② 쁘띠프랑스 marionette 마리오네트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gcOj10Adb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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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뼈와 근육! 우리는 단짝 친구
○○초등학교

5학년

반

번 이름 :

1. 활동하며 생각해요
� 마리오네트 음악극에서 사용할 뼈와 관절은 어디입니까?

�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작할 때 움직일 부분과 실제 몸에서 뼈와 관절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봅시다.

2. 인형극 대본 만들기
� 마리오네트 인형극에 사용한 음악의 제목은?

� 마리오네트 인형극의 대본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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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

뼈와 근육! 우리는 단짝 친구
○○초등학교 5학년

번 이름: (

)

1. 생각을 공유해요
◆ 다른 모둠이 만든 마리오네트 음악극을 보고 잘된 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모둠명

잘된 점

개선 점

완성도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2. 마리오네트 음악극 평하기
◆ 해 보고 싶은 다른 모둠의 인형 조절동작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형 조절 동작
그 이유?

3. 활동 정리하기
◆ 오늘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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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해와 용액

5학년 2학기

주 제 명

과학 동영상 만들기 - 용해와 용매
과학 동영상 만들기- 용해와 용매

적용 학년/시기 5학년 2학기 / 10월
적용 모형

문제중심학습

차시

단계

소주제

1

문제상황
이해

용해와
용액이란
무엇일까?
디지털
카메라의
활용

2~3

주요 내용
도 입 지식채널 동영상 감상하기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메추리알
학 습
공중부양하다
활 동

4~5

5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6~7

8

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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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마무리
도 입

무지개
물탑 쌓기

학 습
활 동

실험을 통한 주제 이해 및 전체 학습과정 알아보기
용해, 용질, 용매, 용액의 개념 정리하기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 감상하기
디지털카메라의 기본구조와 하는 일 알아보기
및 개인 프로필 사진 찍기
컴퓨터에 사진 옮기고 정리하기
유리잔의 중간에 메추리알을 오게 하려면 어떻
게 할까 생각하기
소금물의 진하기에 따른 메추리알 위치 관찰 및
메추리알 공중부양 마술 만들기(주요 활동 모습
촬영하기)
동영상제작 아이디어 기록하기
썬샤인 칵테일은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기
용액의 특성을 바탕으로 밀도가 다른 여러 가지
물감용액으로 무지개 물탑 쌓기 및 썬샤인 칵테
일 만들기(주요 활동 모습 촬영하기)
동영상제작 아이디어 기록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향제 만들기
(주요 활동 모습 촬영하기)
동영상제작 아이디어 기록하기
가루를 잘 녹이는 비법으로 최고의 쥬스만들기
(주요 활동 모습 촬영하기)
동영상제작 아이디어 기록하기
소금, 백반, 황산구리 결정 만들기
(주요 활동 모습 촬영하기)
동영상제작 아이디어 기록하기

마무리
학 습
향기 나는
활 동
공기
마무리
학 습
용질을 잘
활 동
녹이려면?
마무리
학 습
결정 만들기 활 동
마무리
학 습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과학 동영상 만들기
과학동영상
활 동

만들기

관련 교과

마무리 작품 감상하기

과학

실과

과학

과학

미술

과학

과학
과학
음악
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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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용해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의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과학적 개념들을 과학 동영상
만들기라는 과제를 통해 종합하고자 한다.
무비메이커 동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학습결과물들을 정리하고 발표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아이디어적인 요소를 가미한 활동이 전개되리라 여겨진다.
개념이해 및 적용과정을 통해 간단한 마술활동, 썬샤인 칵테일, 방향제, 결정 등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활동으로 엮어 전체를 다루거나 일부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제
작해도 무리가 없도록 학생들이 다양한 컨셉으로 과학동영상만들기에 도전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용해와 용액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진하기가 다른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용질이 녹는 빠르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저녁 노을빛을 담은 썬샤인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 진하기가 다른 용액을 이용하여 메추리알을 용액의 중앙에 멈추게 할 수 있다.
-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이용하여 용해와 용매를 주제로 과학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용매, 용질, 용해, 용액과 같은 과학 개념을 이해한다.
용액의 진하기에 따른 현상과 용매와 용질의 양의 관계를 이해한다.
○ T : 디지컬카메라 작동 방법을 알고 용도에 맞는 사진을 촬영한다.
○ E :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다.
○ A : 노을빛은 닮은 썬샤인 칵테일에서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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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뜨고 가라앉음과 용액의 진하기를 이용하여 과학마술(메추리알 공중부
양)을 할 수 있다.
○ M : 용질의 양, 용매의 양을 측정한다.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지식채널 동영상을 시청한 후) 영상은 말이나 글보다 효과적으로 생각과 정보를 전
달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미지를 동반한 영상은 글과 말보다
전달력이 강합니다. 우리도 딱딱한 교과서에 갇힌 과학학습을 주제로 과학동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용해와 용매를 주제로 학습하게 되는 다양한 학습활동들을 영상으로
담아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과학 동영상 만들기에 도전해 봅시다.

○ 창의적 설계
-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 제한 시간 내에 보다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시나리오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것인가?

○ 감성적 체험
- 친구들과 영상에 필요한 사진촬영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면을 발견한다.
- 과학 동영상 만들기라는 최종과제를 위해 학습 한 단계 한 단계에 성실하게 참여
하게 됨으로써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성실함이 주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5. 제작 의도
본 주제는 ‘과학 동영상 만들기’라는 문제중심학습모형을 띠고 있지만 과제를 해결하
기위한 과학학습활동들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야하기 때문에 연결성보다는 개별성이 강한 내용들로 엮어 주제중심학습의 성향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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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띠고 있다. 학습초기엔 학습량 부족으로 과학동영상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구성하
기 어려우므로 각 차시에 성실히 활동하고 촬영함으로써 학습과정과 함께 주제 선택이
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나가도록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디지털카메라 작동이나 윈
도우 무비메이커를 지도하나 알씨나 이미지캡쳐 프로그램과 같이 간단한 이미지 편집
도구를 지도하여 보다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예시
동영상도 지식채널과 같은 이미지컷 중심의 동영상을 제시하여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2.용해와
과학 용액
1
(1/10)

정보
실과 기기
다루기

2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삼 지식채널 동영상 시청 및 주제 안내하기(주
제: 용해와 용매를 주제로 과학 동영상 만들기)
삼 실험을 통해 주제(과학개념) 이해하기
삼 물과 아세톤에 여러 가지 물질을 녹인 후
관찰하기
삼 용해, 용매, 용질, 용매의 개념 정리하기
 과학동영상 제작 학습과정 알아보기

바이알(30ml),설탕,
시트르산, 탄산칼슘,
나프탈렌, 물, 아세
톤, 약숟가락, 실험
용 장갑, 보안경
지식채널영상-무색
투명한정육면체
http://home.ebs.
co.kr/reViewLin
k.jsp?command=
vod&client_id=ji
sike&menu_seq
=1&enc_seq=1
177893&out_cp
=ebs

Co (지식채널 동영상 시청 후) 영상은 말이
용해와
용액이란 나 글보다 효과적으로 생각과 정보를 전달할
무엇일까?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미지를 동반한 영상은 글과 말보다 전달력이
강합니다. 우리도 딱딱한 교과서에 갇힌 과학
학습을 주제로 과학동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용해와 용매를 주제로 학습하게 되는 다양한
학습활동들을 영상으로 담아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과학동영상만들기에
도전해봅시다.

디지털
카메라
의 활용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 감상하기
 디지털카메라의 기본구조와 하는 일 알아
보기
디지털카메라, 컴
 디지털카메라로 영상에 실릴 개인 프로필
퓨터,USB연결선
사진찍기(클로즈업,위잇트숏,바스트숏,니숏,풀
숏 / 개성이 강조된 다양한 사진)
 컴퓨터로 사진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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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해와
용액
과학
2
(2/10 +
9/10)

삼 메추리알이 컵의 중앙에 위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실험하기
삼 소금물의 진하기에 따른 메추리알
관찰하기
메추리알  주요활동모습 사진촬영하기
공중부양 삼 메추리알을 유리잔 중앙(용액의
중간위치)에 뜨게 하기
하다
 메추리알 공중부양 마술로 변경하여 시연하기
 동영상 제작 아이디어 기록하기

백설탕, 흑설탕,
비커, 유리 막대,
메추리알, 약숟가
락,
디지털카메라

용액의 진하기를 이용한 문제해결 방법
설계하기

과학

2.용해와
용액
1
(4/10)

삼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 후의 무게 측정
하여 비교하고 용액의 특성 이해하기
 주요활동모습 사진촬영하기
삼 100ml 물감물(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이 담긴 비커에 설탕을25,17,10,5,1숟가락씩 넣
무지개
고 막대로 저어 녹이기
물탑쌓기
삼 설탕물 탑 쌓는 방법 생각하여 물탑쌓기
삼 썬샤인 칵테일 만들기
 썬샤인 칵테일의 아름다움과 맛 느끼기
 동영상 제작 아이디어 기록하기
ET

주제
표현
미술 [생활
용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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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탕, 물감(5색),
약수저,비커,시험
관,스포이드,그레
나딘시럽,오렌지
쥬스,파인쥬스,레
몬쥬스,칵테일글
라스,빨대,디지털
카메라

음식속의 과학을 통한 생활 속 과학경험

삼 여러 가지 방향제 만드는 방법 생
각하여 제작하기
- 커피원두를 그림에 붙여 그림형방향제 만들기
- 커피원두를 종이접기로 만든 상자에 넣어 방
향제 만들기(구멍 뚫린 종이 사용)
- 망사나 얇은 천으로 주머니 만들어 방향제
향기 나는 만들기
 주요활동모습 및 완성품 사진촬영하기
공기
 동영상 제작 아이디어 기록하기

커피원두(방향
용), 머메이드지
(펀칭되어 있는),
헝겊,실,가위,바
늘, 리본끈, 종이,
색연필,싸인펜,목
Co 다양한 기체가 섞여있는 공기는 용액입니 공풀
다. 공기는 냄새가 없죠? 그런데, 어떤 장소에 디지털카메라
들어가면 향긋한 냄새가 나는 공간이 있습니
다. 공기에 향기를 추가하여 향기 나는 공기용
액을 만들어 봅시다.

5학년 2학기 10월❙과학동영상만들기(용해와 용액)

2.용해와
용액
과학
1
(5/10~
6/10)

삼 백반가루를 물에 빨리 녹일 수 있는 방법
찾기(용질의 알갱이크기, 용매를 저어주는 빠
르기, 용매의 온도)
용질을 삼 물의 양과 용질의 녹는 관계 알아보기
 쥬스가루 물에 녹여 쥬스 만들기
잘
녹이려면? - 가루의 양, 물의 양, 물의 온도 생각하기
 주요활동모습 및 결과물 사진촬영하기
 동영상 제작 아이디어 기록하기
ET

2.용해와
과학 용액
1
(10/10)

과학

2.용해와
용액
1
(9/10)

실과

정보화
기기

2

음악

음악
활용

1

쥬스만들기를 통한 체험적 개념이해

비커,백반,유리막
대,초시계,막자사
바로가 막자, 약
숟가락,알코올램
프,삼발이,쇠그물,
실험용장갑,디지
털카메라,쥬스가
루,물,포트,컵,
디지털카메라

결정
만들기

삼 소금, 백반, 황산구리 등의 가루 물질을 뜨
거운 물에 최대한 녹여 진한 용액 만들기
삼 진한 용액을 페트리접시에 조금 붓고 헝겊
을 덮은 다음, 스치로품 상자 속에 넣어 결정
이 만들어지면 꺼내어 관찰하기
 더 뚜렷하고 큰 결정 만들 수 있는 방법 생
각해보기
 주요활동모습 및 결과물 사진촬영하기
 동영상 제작 아이디어 기록하기

과학
동영상
만들기

 윈도우 무비메이커 사용법 학습하기
삼 용해와 용액과 관련하여 배운 내용 정리하기
 전체 동영상 시나리오 작성하기
디지털카메라, 수
배경음악 선정하기
업활동사진, 음원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동영상 제작하기
(2분 이내)
삼 동영상 제작발표회 하기

소금,황산, 백반,
뜨거운물,유리막
대,약수저,스티로
폼상자,헝겊,디지
털카메라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용해, 용매, 용질, 용액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2

용해와 용액과 관련된 개념을 토대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구두 및 결과물 평가
동료평가

3

용해와 용매를 주제로 과학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가?

4

전체 활동 과정에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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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6차시] 무지개 물탑쌓기
○ 학습 주제
본시 활동은 용액의 무게에 관한 실험활동과 용액의 밀도차를 이용한 물탑쌓기 활
동과 이러한 밀도차를 이용한 음식인 썬샤인칵테일을 만드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본개념학습에서 생활에의 적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래 교과서에서 1차
시 도입으로 제시한 무지개물탑쌓기 활동을 6차시로 재구성하였다.

○ 준비물
설탕, 물감(4색), 약수저, 비커, 시험관, 스포이드, 그레나딘시럽, 오렌지쥬스, 파인
쥬스, 레몬쥬스, 칵테일글라스, 빨대, 디지털카메라

○ 도입
① 문제 상황 제시하기
물에 설탕을 녹였을 때 완전히 설탕이 녹은 후의 물은 이전과 다름없이 무색투
명합니다. 단맛이 나는 것으로 보아 설탕은 여전히 안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
다면 무게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② 실험으로 알아보기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 후의 무게 측정하여 비교하고 용액의 특성 이해하기

○ 활동1 : 무지개 물탑 쌓기
① 모둠별로 물100ml 비커 5개를 준비하고 다음과 같이 설탕을 각각 넣고 완전히 녹
인 다음, 물감을 조금 섞는다.
색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설탕
(숟가락)

25

17

10

5

1

② 다섯 가지 용액을 어떤 순서대로 넣어야 무지개 물탑이 만들어질지 생각해본다.
③ 무거운 용액부터 차례대로 스포이트로 시험관 벽에 천천히 흘려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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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2 : 썬샤인칵테일 만들기
① 용액의 무게차를 이용한 썬샤일 칵테일음료를 보고 만
드는 방법을 생각한다.
재료 : 파인쥬스(60ml), 오렌지쥬스(30ml), 레몬쥬스(15ml),
그레나딘 시럽(15ml)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들어
갈까요?
② 활동을 통해 가장 무거운 쥬스가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
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칵테일을 빠르게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③ 정답은 쥬스들을 양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컵에 붓고 마지막으로 그레나딘시업
을 중앙에 붓는다. 이유는 그레나딘시럽이 다른 쥬스에 비해 밀도가 워낙 높아
마지막에 부어도 가운데 가라앉기 때문이다.
④ 오렌지슬라이스와 빨대를 꽂아 장식을 마무리한다.

○ 개념 이해
용액의 특성 : 용질이 용매에 녹기 전후의 용액의 무게 변화

○ 마무리
맛있는 썬샤인 칵테일을 마시면 활동을 마무리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① 도입실험을 통해 정확한 개념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썬샤인칵테일을 만들 때 절대로 벽을 타고 흘려 붓지 않도록 한다. 시럽의 밀도
가 높아 외관상 보기 좋지 않으므로 반드시 중앙에 붓도록 한다.
③ 남는 시럽은 집에 가져가서 오렌지 쥬스에만 부어도 쎤샤인칵테일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동생에게도 선보여 인성교육으로 확장시켜도 좋다.

○ 수업 Tip
① 그레나딘 시럽은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하며 석류시럽으로 실제 썬샤인칵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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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때 사용되는 시럽이다.
한 병(750ml)에 9,500원 정도이며 한 병이면 30명 정도의 한 학급
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예 : g마켓 구입 시 9,500원 / 배송비 2,500원
② 시럽은 플라스틱약병(30cc)에 20~25cc정도씩 미리 담아두도록 하
고 남는 것은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예 : g마켓 구입 시 30cc 약병 100개 약 7000원 / 배송비 2,500원
③ 유리잔은 칵테일 글라스처럼 가늘고 긴 것이 좋다. 일반 유리컵일
경우 용량이 너무 커서 1회 섭취량이 너무 많다.

※ 교사용 참고 자료 : 썬샤일 칵테일 만들기
썬샤인 칵테일은 무알콜 칵테일로 오렌지쥬
스와 파인쥬스, 레몬쥬스와 그레나딘시럽(석류
시럽)이 재료이며 방법이 간단하여 집에서 쉽
게 만들어 즐길 수 있다.
빨대로 마시면 위치에 따라 쥬스 맛이 달라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휘저으면 섞여서 주
황색이 되며 원상태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 썬샤인 칵테일 만드는 방법 [출처: 칵테일 교실 홈페이지]
베이스

None Alcoholic

만들기

잔에 어름과 재료를 모두 넣고 가볍게 저은 다음 그레나딘시럽을 조심스럽게 천천
히 위에서 붓는다. 그레나딘 시럽은 주스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게 된다.

재료

파인쥬스(60ml), 오렌지쥬스(30ml), 레몬쥬스(15ml), 그레나딘 시럽(15ml)

메모

트로피칼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화려한 칵테일로 오해하기 쉬우나 알콜은 들어
있지 않다.

맛
장식

슬라이스 오렌지, 체리, 스트로

기법

직접넣기(Bulid)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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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온스 필스터(3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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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알, 공중부양하다]

물에 넣은 모습

소금물에 넣은 모습

소금물과 물의 중간에
위치한 모습

대부분의 아이들은 메추리알을 중간에 위치시키려면 소금물의 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메추리알은 농도조절에 의해 중간에 올 수 없으며 소금물에 메추
리알은 넣은 후 벽을 타고 물을 조금씩 흘려 컵에 넣으면 소금물에는 뜨고 물에는 가라앉
는 상태로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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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무지개 물탑 쌓기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원리를 발견해요
◆ 설탕이 물에 녹기전과 녹은 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발견한 사실을 정리해 봅시다.

2. 원리를 적용해요 1
◆ 무지개 물탑을 쌓기 위해서 넣어야 할 용액의 순서를 정하여 봅시다.

색깔
설탕
(숟가락)
순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25

17

10

5

1

◆ 무지개 물탑을 쌓는데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하여 봅시다.

3. 원리를 적용해요 2
◆ 썬샤인칵테일 만드는 방법을 정리하여 봅시다.
준비물
만드는 방법
및
주의사항

4. 스스로 평가해요
◆ 용질이 녹기 전후의 용액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나요?

상

중

하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였나요?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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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체의 속력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5학년 2학기

주 제 명
적용 학년/시기
적용 모형
차시

단계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5학년 2학기 / 11월
주제중심학습
소주제

주요 내용

관련 교과

도 입 운동의 개념 이해하기

1

주제 확인

달려라,
수레야!

학 습 고무동력수레 제작하여 경주하기 및 전체 학습 주
활 동 제 제시 및 이해하기

과학

마무리 고무동력수레 빠르기비교 정리하기
도 입

고무동력수레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측정하여 비교하기

시간으로 학 습
비교해요 활 동 모둠대항 골드버그장치만들기 대회하기

2~4

과학
미술

마무리 시간으로 빠르기 비교하는 방법 정리하기
도 입 1초 동안에 빛은 얼마나 이동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거리로 학 습 고무동력수레가 일정한 시간동안 이동한 거리 비교 및
비교해요 활 동 막대그래프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의 빠르기 비교하기

5
탐색
및
탐구활동
6

과학

마무리 빛과 소리의 빠르기 비교하기
도 입
음악의
학 습
빠르기
활 동
나타내기
마무리

음악에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기
메트로놈 기호의 이해 및 다양한 빠르기의 음악
감상하기

음악

빠르기에 따른 곡의 느낌 정리하기

비교기준을 통일하여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속력으로 학 습 속력의 개념 이해 및 간이육상대회 실시 하여 속력
비교해요 활 동 으로 경기 결과 비교하기
도 입

7~9

과학
수학
체육

마무리 속력의 개념 정리하기

물체의 속력이 커서 일상생활에서 이로운 점과
문제점 나누기
탐구결과 속력과 학 습 교내 보행 안전을 위한 문제해결방법 찾기
10~11
처리 우리 생활 활 동 (표지판 디자인, 규칙, 장치 설계)
도 입

과학
미술

마무리 해결방법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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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상황에 따라 느리게 혹은 빠르게 느껴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안에 속한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의
빠르기를 비교하며 우리 생활 속에서 빠르기가 갖는 다양한 모습들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일정한 거리를 가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다.
- 일정 시간에 이동한 거리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다.
- 속력의 의미를 알고, 단위를 바르게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 물체의 속력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생활 속에서 속력으로 비교하는 것이 편리함을 깨달을 수 있다.
- 물체의 속력 탐구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한다.
- 다양한 형태의 빠르기가 상황에 따라 적절함을 가져야 함을 깨닫는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운동, 속력, 속력의 단위를 이해한다.
○ T / E : 고무동력수레를 제작한다. 골드버그장치를 제작한다.
○ A : 음악 속에서 빠르기와 관련된 기호를 해석하고 음악을 감상한다.
○ M : 속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소수의 나눗셈을 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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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물체의 속력에 관한 과학개념의 실제적인 문제해결수업에 대한 단계 요소 분석
(전체 학습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학습소주제인 속력과 우리생활 관련 차시)

○ 상황제시
물체의 속력이 커서 일상생활에서 이로운 점과 문제점(도로, 학교)을 생각해봅시
다. 특별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도 속력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습니
다. 바로 교내에서 함부로 달리거나 계단을 껑충껑충 뛰는 바람에 여러 가지 각종
안전사고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들을 생각하여 봅시다.

○ 창의적 설계
- 교내에서 속력을 내어 달리지 않도록 표지판을 디자인한다면?
- 교내에서 속력을 내어 달리지 않도록 규칙을 정한다면?
- 교내에서 속력을 내어 달리지 않도록 장치를 고안한다면?

○ 감성적 체험
-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습을 통해 실제의
삶이 더욱 윤택해짐을 체험한다.

5. 제작 의도
빠르기의 비교에 있어 중요한 기준설정과 조건 통제는 과학의 기본탐구특성을 드러
내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객관성과 논리성, 분석력과 같은 기초사고력이 함양될
수 있다. 또한, 골드버그장치설계를 통해 느림의 미학이 주는 아름다움과 음악속의 빠
르기를 통해 음악 속에 감춰진 다양한 빠르기가 주는 아름다움을 느낌으로써 빠른 것이
정답으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시대풍조에서 다양한 사고관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속
력과 우리생활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실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내의 문제점을 해결
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해결을 통해 성취감을 가지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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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3. 물체의
과학
속력(1/10)

과학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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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체의
속력(3/10)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수집하여
나타내기

시수

1

1

2

소주제

달려라,
수레야!

학습 내용

준비물

삼 운동의 개념 이해하기
 고무동력수레 만들기
 경기 종목과 경기 규칙정하여 고무동력
수레 경주하기
삼 고무동력수레의 빠르기 이야기하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전체 학습 주제 소
일자펀치, 지름
개하기
약4.5cm플라스
Co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이야기를
틱 음료수병 두
잘 알 거에요. 빠른 토끼가 중간에 꾀를 부
개, 가위, 노란
려 부지런한 느림보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
고무줄 열 개,
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뭔가 다시 한 번
클립,셀로판테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토끼는 정
이프,초,나무젓
말 거북이보다 빠를까요? 토끼는 육지에서
가락,철사,고무
살고 거북이는 육지에선 느리지만 주로 사
망치,칼,고무판
는 물속에서는 헤엄쳐서 빨리 나아가는데
토끼에게 유리한 육지에서의 비교로 토끼가
더 빠르냐를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요? 이번 주제는 이렇게 빠르기와 관련하여
비교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된 다
양한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학생이 만든 고무동력수레가 일정한 거
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측정하여 비교
하기
고무동력수레,
삼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초시계, 줄자
걸린 시간으로 물체의 빠르기 비교하는 예
찾아보기(스포츠: 종목별 도달 판정기준 알
아보기)

시간으로
비교해요 삼 골드버그장치의 유래 및 개념 이해하기
 구슬이 정해진 규격판의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최대한 느리게 내려올 수 있도
록 주어진 재료로 장치 설계 및 제작하기
삼 모둠별로 기록 측정하여 시간 비교하기

우드락,구슬,접
착용양면테이
프,이쑤시게,칼
(모둠 당 1세트)
골드버그장치
CD 구슬 도달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장치 우드락 세트 구
매가능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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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음악

3. 물체의
속력(4/10)

악곡의
특징적인
요소
파악하며
감상하기

1

1

삼 학생이 만든 고무동력수레가 일정한 시
간동안 이동한 거리 측정하여 비교하기
거리로 삼삶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교 고무동력수레,
비교해요 통수단의 빠르기 비교하기(한 시간 동안 이 초시계, 줄자
동거리)
삼 빛과 소리의 빠르기 비교하기
 메트로놈 기호 알아보기(메트로놈에 맞춰
박자치기)빠르기를 다른 현상에 비유하기
 한 곡을 다양한 빠르기로 불러보기
음악의  감상 곡의 서두에 표시된 빠르기를 나타
빠르기 내는 용어와 메트로놈 기호를 보고 곡의 빠
나타내기 르기 예상하기(느린 곡과 빠른 곡 제시)
 곡 감상하고 느낌 적어보기
빠르기용어 및 메트로놈 기호를 통하여
음악 감상 이해의 폭을 넓힘
ET

과학

3. 물체의
속력(5/10)

1

수학

5. 소수의
나눗셈

1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아 존중의
체육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1

3. 물체의
속력(8/10)

1

과학

미술

감정,
아이디어
등을
다양하게
나타내기

삼
삶
기

속력으로

비교해요

빠르기 차이가
느껴지는 음원
(예: 넬라판타
지아, 림스키코
르사코프 왕벌
의 비행)

속력의 개념 학습하기(이동거리/이동시간)
(자연수÷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

간이육상대회 종목(3종) 및 규칙 정하기
줄자(체육활동
간이육상대회 실시 및 기록 측정하기
용), 초시계,
(거리, 시간)
계산기
삶 경기별 속력 구하여 빠르기 비교하기
※ 상위교육과정의 계산과정이 필요할 경우
전자계산기를 이용한다.
간이육상경기 속력구하기를 통한 수학
및 과학적 개념의 실제적 문제해결 경험
ET

속력과
우리
생활
1

삼 물체의 속력이 커서 일상생활에서 이로
운 점과 문제점(도로, 학교) 알아보기
삼 도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표지판 알
아보기
 교내에서 속력을 내어 달리지 않도록 표
지판 디자인하기 혹은 규칙, 장치 설계하기

도화지,
싸인펜,색연필,
연필, 지우개,
자, 컴퍼스

교내 보행 안전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
설계하기
CD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bkn0604&logNo=100114351635 넬라판타지아 노래와 악보
http://www.youtube.com/watch?v=_zugKsqKVrw 왕벌의 비행 피아노 연주
http://blog.daum.net/akbo/107 왕벌의 비행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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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시간과 거리에 따른 빠르기 비교 및 속력으로 생활주변의 사람이
나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2

구슬의 도달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골드버그장치를 설계할 수 있
는가?

포트폴리오

3

일상생활에서 속력을 내었을 때 문제점을 알고 개선방안을 실천
할 수 있는가?

자기평가 / 동료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6차시] 음악의 빠르기 나타내기
○ 학습 주제
음악은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먼저 느낌을 드러내
는 수단은 빠르기이다. 음악은 빠르기를 통해 가장 먼저 곡의 느낌을 드러낸다. 이러
한 빠르기를 나타내는 기호들은 연주자에게 또는 감상자에게 곡의 전반적인 느낌을
설명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음악의 기호를 살펴보고 음악속의 다양한 빠르기
를 비교하여보도록 하자.

○ 준비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bkn0604&logNo=100114351635
넬라판타지아 노래와 악보
http://www.youtube.com/watch?v=_zugKsqKVrw 왕벌의 비행 피아노 연주
http://blog.daum.net/akbo/107 왕벌의 비행 악보

○ 도입
① 문제 상황 제시하기
여러분이 피아니스트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라는 아무런 언
급도 없이 악보만을 받았습니다. 이 곡을 어떤 빠르기로 연주해야 작곡자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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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살릴 수 있을까요?
② 오늘의 학습활동 소개하기
- 작곡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악보에는 다양한 기호들이 등장합니다. 감성적
표현뿐 만아니라 빠르기라 셈여림에 관한 기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특별
히 빠르기에 관한 기호를 학습하고 그에 따른 곡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1 : 메트로놈 기호 알아보기
① 메트로놈 기호의 의미 알아보기
의미 : 음악이 연주되는 속도(템포)를 지시하는 기호로서, 기준이 되는 음표(8분 음
표, 4분 음표, 2분 음표 등)의 1분간 연주 횟수가 메트로놈의 박자 수에 맞춰 표시
된다. 예를 들면 M.M.♩=60은 4분음표가 1분간 60회 연주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에 따라 템포가 결정된다. 또한 M.M. 기호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며 거의 같은
의미로 ≒가 사용되기도 한다(♩≒60).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②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손바닥 박자치기로 곡의 빠르기 이해하기
메트로놈이 없을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아 속도를 입력하여 실행한다.
20~30정도, 70~80정도, 130~140정도, 180이상이었을 때 등 다양한 빠르기의 박자치기
활동을 통해 메트로놈 속도에 따른 곡의 빠르기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도록 한다.
③ 각각의 빠르기를 다른 사물이나 동물의 빠르기에 창의적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한다.
예) ♩=70

바람결 코스모스의 흔들림

♩=160 컴퓨터게임하다 들켰을 때 엄마에게 들켜 도망갈 때의 빠르기
④ 교과서 속 학습한 제재곡을 다양한 빠르기로 불러본다.

○ 활동2 : 다양한 빠르기로 느끼기
① 악보에 표시된 메트로놈 기호를 보고 곡의 빠르기를 손뼉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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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신이 생각했던 빠르기와 비교하며 곡 감상하기
넬

라

판

타

지

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bkn0604&logNo=100114351635
③ 악보에 표시된 메트로놈 기호를 보고 곡의 빠르기를 손뼉 치기

④ 자신이 생각했던 빠르기와 비교하며 곡 감상하기
http://www.youtube.com/watch?v=_zugKsqKVrw 왕벌의 비행 피아노 연주
⑤ 두 곡의 빠르기가 주는 느낌을 기준으로 곡에 대한 감상평 적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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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이해
메트로놈 기호 : M.M.♩=60은 4분음표가 1분간 60회 연주되는 정도의 빠르기

○ 마무리
감상 곡 중 다시 듣고 싶은 곡을 한 곡 선택하여 박자치기를 하며 곡의 빠르기를 다
시 느껴본다.

○ 지도상의 유의점
① 상황제시 방향
빠르기를 나타내는 기호의 필요성과 함께 음악에도 빠르기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창의적 설계 방향
메트로놈 기호의 빠르기를 다른 사물이나 동물에 비유하여 표현할 때 자유롭고 창
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빠르기를 느낄 수 있
도록 한다.
③ 감성적 체험의 방향
음악의 빠르기가 곡의 전반적인 느낌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빠르기를 통해 곡전달
의 느낌이 얼마나 다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Tip
① 한 가지 동요를 다양한 메트로놈빠르기에 맞추어 부르면 곡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빠르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예) 노을-느린 곡이나 빠르게 부르면 가사전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메트로놈 기호가 악보에 없을 경우에는 리듬의 흐름으로 곡의 빠르기를 느낄 수
있다.
③ 메트로놈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다. 보통 박자숫자만 입력하고 실행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④ 언어로 표현된 음악 빠르기기호는 학생의 학습수준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
로 지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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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 자료 : 속도기호 [tempo marks]
외래어표현 tempo marks(영) Tempo-Bezeichnung(독) indication determpo(프)
indicazione di tempo(이)
악곡의 연주속도를 나타내는 기호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위기 되는 음표를 정해 그것이 1분
간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연주되는가를 나타낸다. 예 ♩=72
두 번째는 언어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과 같이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표정
이나 성격을 나타낼 수가 있다. 보통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다. 예, Moderato(보통빠르기)
출처 : 삼호뮤직

메트로놈 [metronome]
빈켈이 발명하고, 다시 1816년에 독일의 멜첼이 개량해서
특허를 받았다. 시계추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약 15cm의 흔
들이[振子] 아래쪽 끝에 추(錘)가 달려 있고, 진동 주기는 위쪽
에 있는 추를 오르내려 조정하며, 태엽장치로 흔들이를 진동
시킨다. 흔들이는 똑딱거리는 소리를 내어 박(拍)을 새기고 벨
을 울려 박자를 알린다. 이것을 작곡의 속도지시에 사용한 것
은 베토벤과 체르니가 처음이다. 이와는 달리 전기의 발진장치
에 의한 메트로놈도 있다. 피아노연습에는 필수적인 기계이다.
[출처] 메트로놈 [metronome ] | 네이버 백과사전

골드버그 장치 [Rube Goldberg machine]
골드버그 장치(Rube Goldberg Machines)는 매우 복잡한 기기들을 얽히고 설키게 조합하
여 단순한 일을 처리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루브 골드버그라는 미국의 풍자 만화가가
처음으로 이와 같은 장치를 스케치해서 그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골드버그 장치는 수많은
영화, 광고 등에 적용되었다. 이는 비효율적인 장치를 나타내는 말에도 사용 된다. 아래 그
림은 골드버그의 만화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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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킨뽑기

치약 짜기

구슬 천천히 내려오기
골드버그장치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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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음악의 빠르기 나타내기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새로운 기호의 약속 알아보기
◆ 다음 메트로놈 기호의 의미를 적어 봅시다.
♩=60 : (

)가 (

)분간 (

)회 연주되는 정도의 빠르기

2. 메트로놈 빠르기를 비유로 나타내기
◆ 제시된 메트로놈 빠르기를 박자친기한 후 그 빠르기를 다른 사물이나 동물, 현상에 비
유하여 설명하여 봅시다.

메트로놈 기호

빠르기를 비유하여 설명하기

♩=20
♩=60
♩=100
♩=160

3. 메트로놈 빠르기로 곡의 빠르기를 예상해요
◆ 제시된 두 곡의 빠르기를 짐작하고 곡을 감상하여 봅시다.

곡이름
메트로놈기호
감상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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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양계와 별

모빌에 옮겨 담은 태양계

5학년 2학기

주 제 명

모빌에 옮겨 담은 태양계

적용 학년/시기 5학년 2학기 / 12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문제중심학습
소주제

주요 내용

관련 교과

도 입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부르기

1

문제상황
이해

반가워요,
행성!

학 습 1. 행성 찾기 놀이로 행성이해하기
활 동 2. 문제제시 및 전체학습 설계하기

과학

마무리 별과 행성의 개념 정리하기
도 입 모둠별 행성이름 대기 게임하기

2

태양과 그의 학 습 태양계 행성의 특징 및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
활 동 향 알아보기
가족들

과학

마무리 학습내용 정리하기

3

홀스트의
행성 중
‘목성’과
만나다

도 입 뉴스 시그널음악 듣고 느낌 이야기하기
학 습 홀스트의 모음곡 행성 중 ‘목성’감상하고 곡의 느
활 동 낌 선으로 표현하기
마무리 음악가의 시각으로 ‘목성’의 느낌 정리하기

문제
학 습 태양계 행성간의 크기를 지구를 기준으로 상대적
해결을 태양계행성의 활 동 으로 비교하기
4~5
위한 활동 크기 비교
태양과 각 행성의 크기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
마무리
물에 비유하기

6

7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 비교
행성의
움직임

음악

과학
수학

도 입 걸어서 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예상하기
학 습 태양으로부터 각 행성까지의 거리를 지구를 기준
활 동 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과학

마무리 거리비교로 알게 된 점 정리하기
학 습
태양계 행성 모형으로 행성의 움직임 이해하기
활 동

과학

마무리 태양계 행성 공전 역할놀이로 개념 정리하기
도 입 콜더의 모빌 작품 소개하기

8~11 문제 해결

태양계 모빌 학 습 여러 가지 모빌 감상 후 태양계의 특성이 드러나
활 동 게 창의적으로 태양계 모빌 만들기
만들기
마무리 작품 감상 및 교실에 설치하기

과학
수학
미술

91

STEAM 교육 따라잡기 (초등 5학년)

1. 주제 개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하늘저편에서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는 무리들
을 발견하였다. 그 안에 초록별 지구도 포함된다. 바로 태양계라는 이름의 집단이다.
이 단원은 5학년 1학기 지구와 달 단원의 내용을 기초로 하며 태양계와 별자리에 대
하여 두 가지 세부 주제로 학습전개를 하고 있다. 이 중 태양계를 주제로 한 학습부
분을 소재로 태양계모빌 만들기라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과제해결을 위해 기초적인 과학개념으로서 태양이 지구의 주된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태양과 행성의 상대적인 크기와 거리를 파악하게 하고
지구를 포함한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필요한 수학적 개념인 비율개념 이해, 행성과 관련된 음악감상활동을 통한 감
성적 이해, 이를 종합한 모빌제작을 통해 수학 및 과학적 논리성에 기반을 둔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전개하여 보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태양은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할 수 있다.
- 공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태양계 행성의 상대적인 크기와 거리를 비교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모빌의 조형적 요소 및 태양계의 특성이 창의적으로 드러난 모빌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우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계속 탐구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별, 행성, 태양계, 공전의 개념을 이해한다.
○ T / E : 모빌의 조형적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태양계 모빌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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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행성을 주제로 한 음악 감상을 통해 주제내면화를 위한 마인드를 형성하고 태양
계모빌제작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형상화시킨다.
○ M : 비율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행성간 거리 및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4. STEAM 단계 요소
※ 태양계 모빌 만들기 문제해결수업에 대한 단계 요소 분석
○ 상황제시
- 움직이는 조각으로 불리는 모빌은 1932년 미국의 조각가 콜더에 의해 탄생했습니
다. 균형과 공기의 움직임에 따른 율동감은 공간에 따라 특별한 느낌을 주는데요,
태양계를 모티브로 나만의 특별한 태양계 모빌에 도전하여 봅시다.

○ 창의적 설계
-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활동 결과물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
(행성간의 거리와 크기 비교한 자료, 다른 사물에 비유한 행성크기 표현자료, 음악
감상활동자료-홀스터의 모음곡 행성)
- 태양계의 특성(각 행성, 거리, 크기)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
- 모빌이 보다 역동적이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설치될 장소를 고려하여 크기는 얼마나 축소할 것인가?
- 천정에 고정시킬 것인가? 지상위에 고정시킬 것인가? 그에 따른 재료를 어떻게 선
택할 것인가?
- 모빌의 틀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면 어떨까?

○ 감성적 체험
- 태양계 모빌 제작을 통하여 과학과 수학 및 예술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느낀다.
- 홀스터의 모음곡 행성 중 목성 감상을 통해 음악가가 바라보는 행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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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작 의도
태양계에 대한 기본 이해를 토대로 거대한 태양계를 축소하여 만들되 예술적 요소인
모빌을 적용하여 보다 율동감있고 창의적인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자형 막
대에 단순히 행성들을 매달아두는 수준이 아닌 보다 역동적이면서 행성간의 거리와 크
기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폭넓게 사
고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준비물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과학

과학

음악

94

단원

4. 태양계와
별(1/10)

4. 태양계와
별(2/10)

감상

시수

1

1

1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부르기
삼 문제상황 제시 및 문제 이해하기
삼 별, 행성의 개념 이해하기
삼 태양계의 행성 찾기 놀이하기
삼 태양계 모빌 만들기에 필요한 전체학습설
반가워요, 계하기
행성카드(교과
Co 움직이는 조각으로 불리는 모빌은 1932 서수록)
행성!
년 미국의 조각가 콜더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균형과 공기의 움직임에 따른 율동감은 공간
에 따라 특별한 느낌을 주는데요, 태양계를
모티브로 나만의 특별한 태양계 모빌에 도전
하여 봅시다.

태양과
그의
가족들



삼
삼

모둠대항 행성이름 대기 게임하기
태양계에 관한 자료 조사하기(인터넷)
태양계 행성의 종류와 특징 정리하기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컴퓨터

지금 갑자기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어
떤 일이 벌어질까요?
Co

 홀스트의 모음곡 ‘행성’소개하기
홀스트의
 7개의 행성과 연계된 신화 속 주인공 소개
행성 중
홀스트 모음곡
하기
‘목성’과
중 목성(음원)
 목성(쥬피터)감상하기
만나다
- 주로 쓰인 악기 / 곡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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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으로 곡의 느낌 표현하고 발표하기
음악가가 표현하는 행성에 대한 시각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선을 이용하여 곡의 느
낌 표현하기
ET

수학

7. 비와
비율(2/6)

1

과학

4. 태양계와
별(3/10)

1

삶 비율의 뜻 알아보기
삶 두 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알아보기
삼 태양과 태양계 행성의 크기(반지름) 조사
태양계 하기
전지, 컴퍼스,
행성의 삶 지구의 반지름을 1로 보았을 때 각 행성의
자, 색연필
크기 비교 반지름 비교하기
삼 태양계 행성들의 크기 종이에 그려 비
교하기
태양과 각 행성의 크기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여보기
CD

과학

4. 태양계와
별(4/10)

1

과학

4. 태양계와
별(5/10)

1

수학

7. 비와
비율(3/6)

1

미술

표현
[조형]

2

과학

4. 태양계와
별(9/10)

1

삼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실제 거리조사하기
태양에서 삶 지구까지의 거리를 1로 보았을 때 각 행성
자, 행성붙임
행성까지 까지의 상대적 거리 비교하기
딱지
거리 비교 삼 태양계 행성들의 거리비교로 알게 된 점
정리하기

행성의
움직임

태양계
모빌
만들기

삼 모형 만들어 행성의 움직임 알아보기
삼 공전의 개념 이해하기
삼 태양계 행성의 움직임을 역할놀이로 표
현하기

마분지, 컴퍼
스, 클립, 누름
못, 가위, 셀로
판테이프, 스
ET 태양계 행성 공전 역할놀이를 통한 체험적 티로폼공,
스
티로폼 판
개념 이해
삶 백분율의 뜻 알아보기
마분지, 우드
삶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기
락, 우드락본
 여러 가지 모빌작품 감상하기
드, 빨대, 스티
삼삶 태양계모빌 설계하고 제작하기 로폼, 색연필,
- 이전차시 학습결과물 활용하기
아크릴물감,
(행성간의 거리와 크기 비교한 자료, 다른 붓, 물통, 싸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기)
텐, 가위, 셀로
- 태양계의 특성(각 행성, 거리, 크기)이 드러 판테이프, 풀,
나게 하기 위한 표현 방법 생각하기
낚시줄,공작용
- 모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무게중심 고 철사, 펠트, 솜,
려하기
실, 바늘...
- 설치될 장소를 고려하여 축소비율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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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 전체의 무게를 고려하여 재료선택하기
 작품발표회 및 설치하기
태양계의 특성을 모빌이 지니는 조형적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제작하기
CD

ET

태양계 모빌 제작을 통한 창의성 신장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태양계의 구성요소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2

태양계행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바르게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가?

실기평가

3

모빌의 조형적 요소를 고려하고 태양계의 특징이 드러나게 모빌
을 제작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4

우주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계속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9~11차시] 태양계 모빌 만들기
○ 학습 주제
그 동안 학습했던 과학개념 및 결과물을 토대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태양
계 모빌을 제작하여 보고자 한다. 단순히 일자형 막대기에 모형행성들을 매다는 수
준이 아니라 모빌의 조형적 요소와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적 접근을 통해 태
양계의 특성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드러나도록 하고자 한다.

○ 준비물
마분지, 도화지, 우드락, 빨대, 다양한 크기의 스티로폼 볼, 색연필, 아크릴물감,
붓, 물통, 싸인텐, 가위, 셀로판테이프, 풀, 낚시줄, 공작용철사, 펠트, 솜, 실,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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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① 콜더의 모빌 작품들 소개하기
② 문제 상황 제시하기
콜더의 모빌을 태양계를 주제로 표현하여 봅시다. 모빌의 조형적 요소와 태양계
의 특징들이 드러나게 창의적으로 제작하여 봅시다.

콜더의 1940년 작품

콜더의 1952년 작품

콜더의 1960년 작품

콜더의 1948년 작품

○ 활동1 : 태양계 모빌 설계 및 제작하기
◆ 주요 제작 포인트

- 태양계의 특성(각 행성, 거리, 크기)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
- 모빌이 보다 역동적이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설치될 장소를 고려하여 크기는 얼마나 축소할 것인가?
- 천정에 고정시킬 것인가? 지상위에 고정시킬 것인가? 그에 따른 재료를 어떻게 선
택할 것인가?
- 모빌의 틀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면 어떨까?
① 콜더 작품이외의 다양한 모빌작품을 소개하여 형태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기하학적 도형들, 한글의 자모 활용 등 형태에 다양한 변화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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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더탄생113주년 기념
구글 로고

http://blog.naver.com/upctrad
e/50093765201

모빌을 모티브로한 시계
ideahlic 제품

집게를 이용해 사진을 매달아
표현하는 포토모빌
http://blog.naver.com/kim2
seo1/100066992622

canon사에서 제공하는 종이모빌만들기 자료
도안, 설명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주소
http://cp.c-ij.com/en/contents/2023/10198/index.html
http://cp.c-ij.com/en/contents/2023/10199/index.html

②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 활동에서의 결과물들을 적용하여 행성들을 표현할 아이디
어를 구체화시킨다.
예) 홀스트의 모음곡 행성의 각 곡에 붙여진 신화 속 주인공이름을 활용한다.
행성크기 비교시 사물에 비유한 것들을 활용한다. (모레알, 콩, 딸기, 배구공)
③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축소비율을 결정한다.
④ 태양으로부터 각 행성간의 거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모빌을 형상화시킨다.
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 선택 및 율동감과 전체적인 안정감을 고려하
여 모빌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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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2 : 작품발표회
① 작품명 및 작품의도를 발표한다. 교실(복도) 어느 곳에 어울릴 지도 함께 소개한다.
② 서로의 작품에 대한 느낌들을 이야기하고 평가한다.
- 주요 관점 : 모빌의 조형적 요소를 살려 태양계의 특성이 잘 나타나있는가? 창의
성이 돋보이는가? 예술적으로 아름다운가?

○ 개념 이해
별, 행성, 태양계에 대한 이해(행성간의 거리, 크기), 공전

○ 마무리
작품을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 교실전체가 갤러리가 되도록 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① 상황제시 방향
키네틱아트의 한 장르인 모빌을 소개하며 작품 속에 숨겨진 무게중심과 균형이
라는 개념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술로 승화되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한다.
② 창의적 설계 방향
태양계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있어 형태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생각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흔히 생각하기 쉬운 행성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매다
는 방법이외에 행성의 연상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물을 이용하는 등 다소
추상성이 드러나더라도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예술적 태양계모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재료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
비한다.
③ 감성적 체험의 방향
작품제작과정에서 모둠별 작업시 학생들이 충분히 의사소통하여 서로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선택의 실수와 수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역시 당연한 학습절차임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
록 한다.
작품평가에 있어 반드시 평가관점을 가지고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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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Tip
① 작업난이도를 볼 때 개인작업보다는 모둠이 함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품완성도를 높이고 인성교육적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② 칼을 사용해야 하거나 바느질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안전지도를 반드시 하도록
한다.

※ 교사용 참고 자료 : 모빌[mobile]
움직이는 조각
1932년 미국의 조각가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
1898-1976)의 작품이 오브제 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부터 미
술용어로 사용되었다. 칼더는 미국의 조각가로 움직이는 미
술인 '키네틱 아트(Kinetic Art)' -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
을 주요 요소로 하는 예술 작품 - 의 선구자이다. 정지된 조
각에 연속성을 더한 칼더의 작품은 이후조각의 변화와 확장
을 대변하는 대명사가 됐다.
모빌은 종래의 조각과 무용의 중간위치에 있는 예술이라
고도 생각할 수 있다. 즉 모빌은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변하는 입체구성을 보여
줌으로써 근대 조각의 새로운 요소를 더하여 변화를 이루었다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미지의 공간성이 근대생활양식에 강하게 적응함으로써 실내장식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단순하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정지된 조각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시각적으
로 보여지는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잠재된 공간으로의 연속적이고 쉬지 않는 변화와 확
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기의 흐름이나 형태의 구조에 따라 상하좌우로 움
직이며 형태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모빌(mibile)은
키네틱아트의 일부이다. 어느 한 점에서 받쳐진 추상조
각이 대기의 움직임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이는 공간구
성일 때 철사나 가벼운 금속조각 등으로 역학적으로 균
형을 잡으며 실 또는 기타에 의해 공간에 달려있는 상
태를 말한다.
모빌이 공기나 바람의 자연적 요소에 의해 움직일 수 있어야함을 고려했고, 유기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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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왼쪽 작품은 칼더의 모빌 작품의 구성요소
인 선과 면의 한계를 균형적으로 성립시켰으
며, 그의 작품이 정지하고 있을 때는 일종의
기하학적인 조각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움
직이면서 또 다른 작품으로 완성되고 유기적
으로 변화하여 마치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보인다. 그의 작업에는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나 그 시각
적인 효과에서는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다. 이는 자연물에서 모티브를 딴
모빌의 형태들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그의 조각은 나뭇잎, 수련, 곤충, 공룡, 새, 강아지
등 각종 다양한 생물, 무생물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모빌은 선이 움직이면서 면을 만들고 면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창조하며 이 공간이 다시
움직임으로서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인 의미에서 생명감을 느끼게 한
다. 이러한 모빌의 구성형식은 유기적 형태에
의한 단계적인 구성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해 하나의 요소가 움직이게 되면 그 진동으로
모든 요소가 서로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한

다. 구조적인 면에서도 모빌이 평형의 원리
위에 안정된 채 미풍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제
작되었다. 이러한 모빌은 미묘한 다양성을 가
지며, 그 형태는 다채롭고 경이적인 모양을
창조해낸다.
모빌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천장에 매달아 놓은 모빌(ceiling-hung
mobile)과 또 하나는 바닥에 고정된 하부에 움직이는 구조물을 결합한 모빌(standing
mobile)이다.
출처 : www.seoki.kr 모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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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태양계 모빌 만들기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문제를 발견해요
◆ 태양계 모빌 만들기를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2. 해결방법을 생각해요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떠올려 봅시다.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여 봅시다.
작품명
작품의도
준비물
[그림]

제작 과정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3. 다시 한 번 생각해요
◆ 1차로 완성된 작품을 보며 생각해 봅시다.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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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동료평가)

태양계 모빌 만들기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작품을 감상해요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여 봅시다.

모둠

태양계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까?

창의적 작품 완성도

1모둠

5 4 3 2 1

5 4 3 2 1

2모둠

5 4 3 2 1

5 4 3 2 1

3모둠

5 4 3 2 1

5 4 3 2 1

4모둠

5 4 3 2 1

5 4 3 2 1

5모둠

5 4 3 2 1

5 4 3 2 1

6모둠

5 4 3 2 1

5 4 3 2 1

7모둠

5 4 3 2 1

5 4 3 2 1

칭찬하고 싶은 점
보완하고 싶은 점

2. 가장 마음에 들어요
◆ 친구들의 작품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써 봅시다.
작품명
이 유

3. 활동을 정리해요
◆ 오늘 활동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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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주제 목록
석계초 이혜원, 석계초 이찬미, 이대부초 한정진

순번

월

주제

학습유형

관련 교과

주요 내용

1

3월

빛을 기록하다

문제중심
학습

과학, 음악, 빛을 주제로 카메라 옵스큐라 제작 및
체육, 미술 그리기활동을 통한 감성적 체험 수업

2

4월

특명! 산성비를
막아라!

문제중심
학습

과학, 수학, 산성비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가상의
미술
상황에 직면한 다양한 학습 경험 활동

3

5월

계절 속에 숨겨진
태양의 리듬 찾기

문제중심
학습

과학, 미술
실과

4

6월

‘Slow Class’
프로젝트

프로젝트
학습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
과학, 재량,
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프로젝
실과
트학습으로 탐구하기

5

9월

우리는
기상예보관

주제중심
학습

과학, 수학
미술, 음악

6

10월

이산화탄소
다이어트

주제중심
학습

과학, 음악,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창
수학, 미술,
의적인 활동하기
실과

7

11월

생활 속의
과학찾기

주제중심
학습

과학, 수학
미술

생활 속 지레, 도르래, 경사면의 원리를
찾고 옛사람의 지혜 경험하기

8

12월

불조심 캠페인

문제중심
학습

과학, 수학
실과, 음악

연소와 소화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불조심 예방 캠페인 활동하기

태양을 중심으로 계절변화에 대한 이해
를 토대로 나만의 해시계 만들기

일기예보와 관련된 다양한 날씨변화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기상뉴스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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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빛

빛을 기록하다

6학년 1학기

주 제 명

빛을 기록하다

적용 학년/시기 6학년 1학기 / 3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문제중심학습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1

문제상황
이해

빛으로
놀아요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2

바늘구멍
사진기로
세상보기

학 습
활 동
마무리
도 입

3~4

거울과 빛의 학 습
활 동
만남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빛, 공기를
가르고
5~6
물속으로
질주하다

7

마무리

사실적회화에서 추상적회화로 넘어가게 되는 계
기가 된 사건 생각해보기
① 빛과 렌즈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도구 설계하여 실험하기
② 문제상황 이해 및 전체 학습 설계하기
회회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은 바로 카메라였음을
이야기하며 정리하기
최초의 카메라 핀홀 카메라 소개하기
① 바늘구멍사진기 제작 및 바늘구멍사진기를 통
한 빛의 직진 이해하기
② 바늘구멍사진기로 주변사물관찰하고 그리기
빛의 직진 원리 정리하기
반사란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① 벽거울실험 및 잠망경제작을 통한 빛의 반사
이해하기
② 거울과 빛을 주제로 신체표현하기
빛의 반사 원리 정리하기

관련 교과

과학

과학

과학
체육

도 입 신기루 현상이 왜 일어날까 생각하기
학 습 ① 수조실험 및 자연 현상에서 빛의 굴절 이해하기
활 동 ② 파란마음 하얀마음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기

과학
음악

마무리 빛의 굴절 정리하기

도 입 안경을 쓰면 왜 잘 보일까 생각하기
렌즈로 보는 학 습
여러 가지 렌즈의 특징 알아보기
활 동
세상
마무리 일상생활에서 렌즈가 사용되는 예 알아보기

과학

도 입 최종 해결 과제 떠올리기

8~10 문제 해결

학 습 ① 나만의 빛 기록장치 만들기
카메라로
활 동 ② 카메라옵스큐라 이해 및 풍경화 그리기
그리는 풍경
작품감상 및 카메라에 관해 더 알고 싶은것 생각
마무리
해보기

과학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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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빛을 느끼고 색을 볼 수 있는 걸까?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빛이란 무엇이고 빛과 색은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
치고 있을까? 아마도 빛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궁금한 것들을 끌어내어보자면
끝도 없이 생각하게 될 만큼 빛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 주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중에 교과서에서 다루는 빛의 3가지 성질인 반
사와 직진, 굴절을 중심으로 카메라옵스큐라 제작 및 풍경화나 인물화 그리기활동을 통
한 감성적 체험 수업을 전개하여 보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빛의 직진을 이해하고 생활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빛의 반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빛의 굴절을 이해하고 생활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물체가 보이는 과정을 빛의 진행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빛의 성질로 인한 다양한 현상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다.
- 빛의 성질과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카메라 옵스큐라를 제작할 수 있다.
-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활동을 통해 옛사람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빛의 성질-반사, 직진, 굴절을 이해한다.
○ T / E : 렌즈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한다. 카메라 옵스큐라를 제작한다.
○ A :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하여 풍경화나 인물화를 그린다.
○ M : 초점거리를 측정한다. 카메라 옵스큐라에 필요한 전개도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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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사진기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상황을 똑같이 남기고 싶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옛날로 돌아가 옛 사람이 되어 빛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봅시다.

○ 창의적 설계
-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
- 선명하고 또렷한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얼마나 큰 사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재료를 다룰 것인가?

○ 감성적 체험
-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옛사람들의 지혜를 느낀다.
-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한 그림 속에서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낀다.

5. 제작 의도
빛의 기본 성질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메라 옵스큐라 및 조형물을 제작함으로
써 빛의 성질을 자유롭게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시된 완성품을 보고
제작하기 보다는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점을 스스로 찾는 과정에 무게를 실었기 때
문에 카메라옵스큐라에 대한 이야기도 제작활동이 이루어진 후인 수업 후반부에 제시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준비물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재료를 제시하여 아이들
이 사고의 폭을 넓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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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과학

과학

단원 시수

1. 빛
(1/8)

1. 빛
(2/8)

1

1

소주제

빛으로
놀아요!

학습 내용

준비물

 빛과 렌즈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습이 나타
나는 도구 설계하기 (물체, 볼록렌즈, 흰 종이판,
백열전구 이용)
삼 전구/물체/렌즈가 각각 없을 때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기
삼 이미지를 담기위한 도구개발에 필요한 과학
볼록 렌즈 , 백 열
개념 생각해보기
전구, 흰 종이판
Co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사람들은 이미
지를 남기기 위해 특별한 도구를 고안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 도구는 수많은 변신을 거쳐 오늘날
의 카메라의 모습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
슬러 올라가 옛사람이 되어 빛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고안하여 봅시다.

 바늘구멍 사진기 제작하기
삼 바늘구멍사진기로 불 켜진 백열전구필라멘트
관찰하고 빛의 직진 이해하기
바늘구멍
삼 바늘구멍사진기로 주변물체 관찰하고 그대
사진기로
로 그림 그려 설명하기
세상보기
삼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 정리하기

핀, 백열전구, 전
개도 , 셀 로판 테
이프, 기름종이,
가위, 풀

최초의 카메라인 핀홀카메라제작을 통한 체
험적 개념이해
ET

과학

1. 빛
(3/8)

1

체육

주제
표현

1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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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빛
(4/8)

1

삼 벽에 걸린 큰 거울을 중심으로 반원으로 서
서 손전등으로 빛을 비추어 누가 빛을 보는지 알
아보기
 잠망경을 만들어 주변의 물체 관찰하기
거울과
삼 빛의 반사개념 정리하기
빛의 만남
 거울과 빛을 주제로 신체표현하기

거울, 손전등, 긴
끈3개, 접착제,
가위, 셀로판테
이프, 잠망경 전
개도, 플라스틱
CD 실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거울 2개를
거울 2개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물체의 상을 반사시켜
알아보기

빛,
공기를
가르고 물
속으로

 물(＋우유 몇 방울)담긴 사각수조에 빛(레
이저포인터)이 나가는 모습 관찰하기
삼 빛의 굴절개념 이해하기
삼 자연현상(신기루, 강물의 깊이)에서 굴절 이

투명사각수조,
물, 우유, 유리
막대, 투명 아크
릴판, 향,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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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듣고
음악
1
부르기
]

과학

1. 빛
(5/8)

1

과학

1. 빛
(8/8)

1

미술

주제
표현

2

해하기
 파란마음 하얀마음 노래 듣고 부르기
 가사 바꾸어 부르기
예) 내 검지 손끝에 빛이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
질주하다 나 편할 꺼에요. 발표할 때 빛으로 가리키고요, 포인터 2개
정전이 날 때도 두렵지 않아 손끝의 환한 빛이
지켜주지요.
매질이 다른 층을 빛이 통과할 때 어떤 모습
일까 실험설계하여 알아보기
CD


렌즈로 삼
보는 세상 삼
삼

여러 가지 렌즈로 주변 관찰하기
렌즈 분류하고 특징 말하기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구분하기
일상생활에서 렌즈가 사용되는 예 알아보기

볼록렌즈, 오목
렌즈, 근시안경,
원시 안경, 유리
컵, 스포이트, 투
CD 렌즈 없이 작은 글씨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명 아크릴 봉, 눈
금실린더
물을 이용하여 알아보기

삼삶 빛의 성질을 토대로 빛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 설계하기
- 크기는 얼마나 크게 할 수 있을까?
카메라로
- 선명하고 뚜렷한 상을 얻으려면?
그리는
-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려면?
풍경화
-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려면?
 카메라옵스큐라로 그림 그리기 / 작품 감상하기
삼 카메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 적어보기
CD
ET

두꺼운 도화지(4
절지), 검정도화
지(4절지),다양한
사이즈의 택배상
자, 반투명필름,
기름종이, 마스
킹테이프, 칼, 가
위, 볼록렌즈, 오
나만의 빛 기록장치 만들기
목렌즈, 자, 네임
미술과 과학의 만남을 통한 예술세계 경험 펜,플라스틱거울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1

빛의 반사, 굴절, 직진을 주변에서 찾아 설명할 수 있는가?

2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카메라옵스큐라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3

카메라옵스큐라를 이용한 작품 속에서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끼
는가?

방법

지필평가 /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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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6~8차시] 카메라로 그리는 풍경화
○ 학습 주제
그 동안 학습했던 과학개념을 토대로 핀홀카메라 다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아이들이 창의적인 발상으로 제작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직접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바깥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보고 맺힌 상에 직접 그림을 그려 색다
른 풍경화그리기 활동을 해보고자 한다.

○ 준비물
두꺼운 도화지, 검정도화지, 골판지 - 4절지이상, 택배상자-가로세로높이30cm이상,
반투명필름(크기A4이상), 기름종이, 마스킹테이프, 칼, 가위, 볼록렌즈, 오목렌즈, 자,
네임펜

○ 도입
① 문제 상황 제시하기
카메라가 없던 시절 인물이나 풍경을 똑같이 담아내고 싶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
② 오늘의 활동 소개하기
- 바깥 풍경을 똑같이 담아낼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여 보자.

○ 활동1 : 상자 카메라 제작하기
◆ 주요 제작 포인트

- 선명하고 또렷한 이미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이미지 기록 후 그림을 쉽게 떼고 새 종이를 붙일 수 있게 하려면?
- 크기는 얼마나 크게 할 수 있을까?
-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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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이들이 전개도를 그려 작업할 수 있는 도화지부터 커다란 택배상자까지 여러 재
료를 두고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텔레비전 박스나 세탁기 박스도 제시
할 수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②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를 모두 준비하여 두고 렌즈를 선택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볼
록렌즈는 형광등 불빛을 이용하여 책상에 비추어 렌즈의 초점거리를 측정한다.
(렌즈와 책상에 맺힌 상과의 거리를 자로 측정한다.)
③ 택배상자를 사용할 경우 한쪽 면을 절단하여 속에 들어가는 도구로 제작하면 재료
를 적게 사용할 수 있다. (상이 맺히는 면에 직사각형구멍을 내고 불투명필름을 부
착한다.)
④ 원통형으로 제작할 경우 크기를 키우기 위해 종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종
이를 이용하여 간이컴퍼스를 제작하여 원하는 크기의 원을 제작할 수 있다.
⑤ 거울반사를 이용하여 상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도구를 설계할 수
도 있다.
⑥ 겉에 구멍을 뚫고 렌즈는 안쪽에 부착하면 더 깔끔해 보인다.
⑦ 카메라를 조립하고 바깥풍경을 보며 초점을 맞추어본다.
⑧ 친구들이 만든 카메라의 특징을 살펴본다.

○ 활동2 : 카메라로 풍경화 그리기
① 카메라 옵스큐라 알아보기(참고자료)

[1500년경의 카메라옵스큐라]

[1700년경의 카메라옵스큐라]

② 자신이 만든 카메라옵스큐라로 그림 그릴 준비를 한다.
③ 학교운동장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곳을 향하여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그림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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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이해
카메라의 원리 : 빛의 직진, 반사, 렌즈를 통한 빛의 굴절

○ 마무리
① 작품을 떼어내고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② 카메라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만들고 싶은 카메라를 적어본다.

○ 지도상의 유의점
① 상황제시 방향
카메라 옵스큐라이야기는 먼저 제시하지 말고 아이들이 활동을 다 한 뒤에 소개하
도록 한다.
② 창의적 설계 방향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준비하여 아이들이 자신만의 카메라 옵스큐라를 만들 수 있
도록 지도한다.
③ 감성적 체험의 방향
카메라옵스큐라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림으로써 옛 사람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도
록 한다.

[예 : 택배상자로 만든 카메라옵스큐라]

○ 수업 Tip
① 볼록렌즈는 손잡이달린 렌즈가 저렴하므로 구입하여 틀에서 빼어내어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② 칼을 사용해야 하므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지도를 반드시 하도록 한다.
③ 렌즈구멍을 반쯤 막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 오개념을 바로 잡아주도
록 한다.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 상이 어두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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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 자료 : 카메라옵스큐라 [ cameraobscura ]

사진기의 기원(起源)이자 카메라의 어원이 된 것은 기원 전에 출현한 카메라옵스큐라
(cameraobscura;라틴어로 어두운 방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두운 방의 지붕이나 벽 등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반대쪽의 하얀 벽이나 막에 옥외의 실상(實像)을 거꾸로 찍어내는 장
치이다.
BC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원리를 이용해 옥외의 경관을 찍어 관찰
했다고 한다. 11세기 아라비아의 학자 이븐 알하이탐은 <일식이 분명한 초승달모양으로 투
영되는 것은 작은 구멍의 지름이 극히 작은 경우뿐이다>라고 연구 보고했으며, 15세기경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도 원근법 실험에 이것을 이용하였다.
카메라옵스큐라는 상이 찍히는 측면을 불투명유리로 해서 여기에 종이를 대고, 상을 따
라서 연필로 덧그려서 베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18∼19세기가 되면서 회화의 보조수단으
로서 점차로 보급되어 화가가 상비해 두는 도구가 되었다.
초기의 카메라옵스큐라는 렌즈가 없는 지금의 핀홀카메라였다. 여기에서 한 단계 발전시
켜 17세기경 이탈리아 수학자였던 '제롤라모 카르다노(Gerolomo Cardano)'가 렌즈를 부착하
게 되었다.
렌즈를 이용하면서 화질의 개선은 확실히 이루어졌으나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때
쓰인 렌즈는 확대경 유리 같은 둥근 접시꼴로 깎여진, 즉 볼록렌즈(Barbaro)였는데 이 렌즈
에 의해서 형성된 상을 평면에 그 상의 끝부분이 왜곡 되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호형으로 깎아 만든 서로 다른 반경을 지닌 두 렌즈의 조합. 즉 오
목렌즈와 볼록렌즈로 왜곡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을 선명히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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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카메라로 그리는 풍경화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문제를 발견해요
◆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2. 해결방법을 생각해요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여 봅시다.
준비물
[그림]

제작 과정

3. 도구를 점검해요
◆ 실제로 도구를 제작하여 본 후 생각해 봅시다.
- 문제점이 해결되었나요?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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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동료평가)

카메라로 그리는 풍경화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생각을 공유해요
◆ 나의 도구와 친구들이 제작한 도구를 보고 잘된 점과 개선 점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친구이름

잘된 점

개선점

나

친구1

친구2

도구 완성도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2. 작품 감상하기
◆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감상평을 써 봅시다.

3. 활동 정리하기
◆ 오늘 활동을 하고 난 후 카메라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만들고 싶은 것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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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과 염기

특명! 산성비를 막아라

6학년 1학기

주 제 명

특명! 산성비를 막아라

적용 학년/시기 6학년 1학기 / 4월
적용 모형
차시

1

단계

문제상황
이해

문제중심학습
소주제

산성비를
막아라!

주요 내용

관련 교과

도 입 산성비의 피해 이야기 나누기
학 습 ① 산성비에 대한 정의 알아보기
활 동 ② 문제 상황에서 산성비의 피해와 원인 알아보기

과학

알아야 할 것, 알고 있는 것, 알아내는 방법 생각하
마무리
며 문제 해결표 만들기
도 입 용액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 알기
습
2
용액의 분류 학
활 동 지시약을 이용하여 용액 분류하기
마무리 산성비에 의한 피해와 원인 알아보는 방법 계획 세우기
도 입 지시약의 종류 알아보기
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어 용액을 분류하기
학 습
3
지시약
활 동 ②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와 용액의 성
질을 관련 지어 설명하기
마무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액 분류하기
문제
용액으로 도 입 ‘칼라리스트’ 직업 소개하기
학 습 지시약을 통하여 산성과 염기성 용액으로 3가지
4
해결을
만드는
활 동 색상환을 만들어보기
위한 활동 색상환
마무리 색깔에 의한 분류를 통해 색상에 대해 설명하기
도 입 산과 염기의 성질 정리하기
산성과
학 습 산성과 염기성 용액을 서로 섞으면, 용의 성질이
5
염기성이 활 동 변하는 실험하기
실제 생활에서 산성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편리
만나면
마무리
한 사례 찾아보기
도 입 산과 염기의 성질 떠올리기
비율로 보는 학 습
6
우리나라 토지의 토양 산성화 비율의 변화 알아보기
국토 산성화 활 동
마무리 여러 가지 그래프로 변화의 추이 분석하기
도 입 최종 해결 과제 떠올리기
연설문
학 습 산성비의 정의 및 원인, 산성비의 피해에 대한 조
7~8
준비하기 활 동 별로 연구 주제 연구하기
마무리 다양한 연설방법을 구상하여 준비하기
문제 해결
도 입 최종 해결 과제 떠올리기
연설문
학 습 모둠 별 대표 연설문 작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
9~10
발표하기 활 동 하여 발표하기
마무리 상호평가하고 더 알고 싶은 점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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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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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과학

6학년 1학기 4월❙특명! 산성비를 막아라!

1. 주제 개요
이 단원은 용액이 산과 염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아울러 겉보기로는 구별하기 힘든 용액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며
특히 적시성을 기반으로 한 ‘산성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해 보았다.
또한 산성비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가상의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여 창의적으로 사
고하여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액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산과 염기의 성질을 말할 수 있다.
- 산과 염기를 섞을 때 용액의 성질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지시약을 이용한 용액의 다양한 색깔 변화 실험과 분류 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
하는 태도를 갖는다.
- 여러 가지 용액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산성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분류, 지시약, 산도, 산성, 염기성 개념 이해하기
○ T, E : UCC를 활용한 연설문 제작하기
○ A : 지시약으로 다양한 색상 표현, 역할극 연출하기
○ M : 국토 산성화 정도를 비율 그래프로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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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산성비의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 용액의 분류 기준 생각해보기

○ 창의적 설계
- 산성비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용액 만들기
- 여러 가지 지시약을 통해 다양한 색상 표현하기
- 다양한 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분석하기
-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에 대하여 토의하기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하기

○ 감성적 체험
- 용액 중에서도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용액에 대해 관심 갖기
- 다른 색깔의 지시약에 대한 관심 갖기
- 학생의 실제 생활에서 산성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편리한 경우를 찾아보도록 하기
- 산성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기

5. 제작의도
산과 염기를 학습함에 있어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산성비 문
제’에 초점을 두었다. 산성비 문제는 일부 사회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고 학습에 몰입되기를 기대하며 문제 상황을 구성하였다. 특히 문제를 해결
해가는 활동인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법을 통하여 창의적 설계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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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삼 ∙ 문제 상황 제시
세계 환경보호 단체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 회원국
대표로 ‘산성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연설해야 하는 상황.

과학

2.산과
염기

1

산성비를
막아라! ∙ 산성비에 대한 정의 알아보기
(문제 ∙ 산성비에 대한 피해와 원인 알아보기
만나기)  문제 해결표 만들기
∙ 알아야 할 것, 알고 있는 것, 알아내는 방법 생각하기
Co

문제상황
ppt,
영상자료,
2절지

산성비의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산성비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CD

과학

2.산과
염기

1

용액의
분류

삼<탐색 1>
∙ 용액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 알기
- 색깔, 맛, 촉감, 냄새 등
각종용액,
∙ 지시약을 이용하여 용액 분류하기
찾아보기
∙ 산성비에 의한 피해와 원인 알아보는 방법 계획 표,
세우기
보안경,
Co 용액의 분류 기준 생각해보기
실험용장갑
용액 중에서도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용
액에 대해 관심 갖기
ET

과학

2.산과
염기

미술 미적체험

1

1

지시약

삼<탐색 2>
∙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어 용액을 분류하기
∙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와 용액의 성질
을 관련지어 설명하기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액을 산성 용액과 염기
성 용액으로 분류하기
CD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용액만들기

ET

다른 색깔의 지시약에 대한 관심 갖기

 지시약을 통하여 산성과 염기성 용액으로 3가지
색상환을 만들어보기
용액으로
∙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장미꽃잎 끓인 것, 가지 껍
만드는
질 끓인 것을 이용
색상환
∙ 색깔에 의한 분류를 통해 색상을 구분 짓고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추가하기

자주색 양
배추,중탕
실험기구,
페트리접
시,
산성용액,
염기성용액
자주색양배
추, 장미꽃
잎,가지,중
탕실험기
구, 페트리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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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과학

2.산과
염기

6.
수학 비율그래
프

과학

2.산과
염기

1

1

2

여러 가지 지시약을 통해 다양한 색상 표현하기

삼<탐색 3>
∙ 여러 가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
산성과
으로 산과 염기의 성질 정리하기
염기성이 ∙ 산성과 염기성 용액을 서로 섞으면, 용액의 성질
만나면
이 변함을 알기
삼 실제 생활에서 산성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편
리한 사례 찾아보기
비율로
보는
국토
산성화

산성용액,
염기성용액
켄트지
삼각플라스
크,시약병,
페놀프탈레
인용액,레
몬,제산제,
세제

삼 우리나라 토지의 토양 산성화 비율의 변화 알아 토양산성화
보기
데이터,
삶 여러 가지 그래프로 변화의 추이 분석하기
2절지
CD 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분 매직, 자,
학습지
석하기

삼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주제를 정하
고 연구 모둠 정하기
예) 산성비의 정의 및 원인, 산성비의 피해(식물, 동
물, 인체, 건축물, 토양) 및 대책
연설문 ∙ 사전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하기
준비하기 ∙ 조별로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하기
삼 다양한 연설방법을 구상하여 준비하기
- 연설, 역할극, UCC 등을 활용

사전조사
자료,
2절지,
매직,
노트북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에 대하여 토의하기
CD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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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과
염기

2

연설문
발표하기

삼 모둠 별 대표 연설문 작성하고 발표하기
- 역할 나누기(연설자, 원고 작성팀, 자료 제작팀)
CD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하기

산성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문제에
해결에 대한 의지 갖기
ET

모둠별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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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용액을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2

지시약을 이용하여 용액을 분류할 수 있는가?

실기 평가

3

여러 가지 용액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평가 / 동료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1차시]
○ 학습 주제
특명! 산성비를 막아라 (문제 만나기 단계)

○ 준비물
문제상황 ppt, 영상자료, 2절지, 매직

○ 도입
① 다음의 기사를 읽고 문제 인식하기
<문제 상황이 담긴 별도의 신문 기사나 TV뉴스 준비>
‘빗물의 산성도가 높을수록 비를 맞는 사람들의 탈모가 심해지고 피부에도 자극을 주게 된
다’ ‘산성비가 건축물의 시멘트 콘크리트나 철강제의 부식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한다(환경과 공
해 연구회 권기태 간사)’ 산성비의 문제점을 지적한 말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내리는 비의 산
성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2년 6월 27일 ○○일보 -

생태계와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산성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산성비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과 그 밖의 물질들이 섞여 있다가 비에 녹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비는 원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약한 산성을 띠며 자동차나 공장, 화력발전소, 가정
등에서 배출된 물질이 비에 녹게 되면 비를 더욱 산성화시키게 된다. 산성비의 피해 기준은
PH 5.6 이며 강산성비는 PH 4인 포도나 김치, PH 3은 식초, PH 2는 레몬의 원액과 비슷한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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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낸다. 이 같은 산성비는 호수를 죽음의 물로 변화시키고 토양의 산성화로 산림이 황
폐화하고 콘크리트 건축을 부식시키는 동시에 인체의 건강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세계적
으로 산성비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스웨덴의 1만 5천 곳, 노르웨이의 4천개에 이르는 호수
가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고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영국 등지의 50% 산림이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로마의 유적, 독일 쾰른 등 유적의 건물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 2012년 5월 11일 ○○신문 -

* 동영상 주소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k5MKhY36Z1w$

- 산성비의 심각성이 담긴 기사와 사진을 제시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짧게 이야기하기
② 오늘의 활동 소개하기
- 산성비의 심각성과 피해에 대하여 알아보기
-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계획 세우기

○ 활동1 : 문제 만나기 - 문제 제시 및 역할 부여
‘유엔 환경 계획’ 회원국 대표 연설
현재 지구는 산성비로 인한 피해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동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산성비 관측망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유엔환경 계획
(UNDP)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일을 하게 되었으며 당신은 세계 환경보호 단체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 회원국 대표로 ‘산성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으로 연설을 해야 하
는 상황이랍니다. 회원국들과 그 외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연설문을 작성하여 연
설을 해봅시다.
- 자료 : 연합뉴스 -

*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주요 개념

① 산성비 : 오염되지 않은 비에 비하여 산성이 강한 비
② 산성비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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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2 : 문제해결표 만들기
① 알아야 할 것 중에서 이미 알고 있거나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②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③ 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 2절지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표 만들기
✐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볼까요?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표> 문제해결표 예시
알고 있는 것

*
*

산성비는 몸에 해롭다
산성비는 중국에서 온다

알아야 할 것

.

*
.

*
*
*
*

산성비가 얼마나 해로운건지
산성비는 왜 내리는 건지
산성은 무엇인지
염기성은 무엇일까
산성비를 막는 방법
?

알아내는 방법

*
*
*
*

책을 조사한다
인터넷을 찾아본다
직접 실험해본다
선생님께 여쭈어본다
.

.

.

.

문제해결 계획표의 ‘더 알아야 할 것’ 범주화의 예
구 분

내 용

산성비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요?

․ 산성비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 산성비는 무엇일까요?

산성이란 무엇인가요?

․ 산성의 뜻

산성의 성질은?
(산성비 독성? 피해? 원인은?)

․ 산성비를 맞으면 왜 대머리가 될까?
․ 동상이나 구조물이 산성비를 맞으면 왜 부식될까?

산성비가 내리는 이유는?

․
․
․
․
․

산성비 시작 시기와 시작 나라는?

․ 산성비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 산성비는 언제부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나?

산성비의 피해는?

․
․
․
․

산성비가 내리는 이유는?
산성비의 원인
비의 ph가 높아지는 이유는?
산성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 중국의 공장들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는 것일까?

산성비는 바다에서 피해를 주나?
산성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산성비는 노화와 탈모 등 인체에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
산성비의 이로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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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비 피해 정도는?

․
․
․
․
․
․

산성비는 전세계에 내리나?
산성비는 얼마나 자주 내리나?
산성비의 피해를 받는 다른 나라가 또 있을까?
산성비는 어느 나라가 가장 심한가?
산성비의 피해량은?
산성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산성비의 예방 방법과 피해 대책은?

․ 산성비를 없애는 방법은?
․ 산성비의 예방법은?
․ 산성비의 피해를 막는 방법은?

그 외 기타

․ 산성비도 순환하나?
․ 산성비 단위?

- 문제 해결표를 통해 앞으로의 학습방향에 대해 구상해보기

○ 개념 이해
- 산성비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산성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 제시 방향
① 다양한 용액을 제시함으로 분류 기준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② 일반적인 관찰에 의한 분류로부터 과학적인 분류로의 전환을 생각하며 지도한다.
- 창의적 설계 방향
① 지시약을 만들 수 있는 식물의 다양함을 지도하되 식물의 공통점에 대하여도
지도한다.
② 지시약의 색깔 변화 외에도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③ 도시 지역의 산성도는 대부분 높은 편이므로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① 산과 염기가 섞이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예를 주위에서 찾아보게 한다.
② 용액에 대한 실험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산성 용액과 성질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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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 자료
1) 한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 1
BBS 뉴스

전남지역 산림토양 일부 산성화 심각
전남지역에서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최근 2년 동안 도내 산촌지역 11곳을 대상으로 산림토양의
산성도를 조사한 결과 수소이온농도가 평균 5.31로 조사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0에
비해 높은 수치지만 생육에 적합한 토양 기준에는 못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광양 일부지역
의 경우 4.78로 산성화가 심각한 반면, 해남은 5.73으로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사
됐습니다. 산림토양의 산성도가 5.5 이하로 진행될 경우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부
족해지면서 수목 생육부진과 토양미생물 감소, 종 다양성 저하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토양산성화가 우려되는 도내 공단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토
양 중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blog.daum.net/kma_skylove/766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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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 2
"광역적 대기오염 발생"<고려대기환경연구소>
○○뉴스|기사입력 2010-11-09 15:13 |최종수정 2001-11-09 16:05

대기오염 유입 위성 사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황해상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해 전국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 청원군 소재 고려대기환경연구소(소장 정용승 박사)에 따르면 이날 청원지역 기준 지
름 10㎛ 이하 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150㎍/㎥ 안팎으로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았고, 아주 작아
폐까지 침투하는 2.5㎛ 이하 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올라 110㎍/㎥선을 유지하고 있다.
황해발 대기오염은 8일부터 악화됐으며 오염물질이 안개와 섞이면서 시정이 한때 500m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고 연구소 측이 설명했다.
정용승 소장은 "오염 농도 등을 동시에 실시간 관측하고 있는 서해안 태안과 이 곳 청원의 미세
먼지 농도가 비슷한 것을 보면 광역적인 대기오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대도시의 경우 자
체 발생한 오염물질로 농도가 20-30% 가량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해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정체돼 있는 기류 속에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대기오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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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성비란 어떤 비를 말하나요?

산성도를 표현하는 단위로 pH를 쓰는 데 그 값은 0에서 14까지로 나타냅니다. 7을 중심
으로 숫자가 낮으면 산성을, 높으면 염기성이라 하며 pH7인 물은 일반적으로 중성을 나타
냅니다. 모든 빗물은 공지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어느 정도 산성을 나타내지만 자
연상태의 정상적인 pH값은 5.6정도입니다. 산성을 띠는 물질이 녹아 들어가 pH값이 5.6이
하인 비를 산성비라고 합니다.
4) 산성비는 왜 만들어질까요?
① 공장, 발전소, 자동차에서 내뿜는 오염물 ②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질 중에서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 서로 섞여 구름 속까지 올라갑니다.
으로 나옵니다.

③ 구름 속에서 이산화황은 물과 반응해서 ④ 황산과 질산이 빗물과 같이 땅에 떨어지
황산이 되고, 질소산화물은 질산이 됩니다. 는 것이 산성비입니다.
황산과 질산은 산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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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성비의 피해(III) : 건축물도 파괴합니다.
산성비는 부식성이 있어 직접 비에 닿는 곳을 훼손시키기도 합
니다.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동상의 코가 닳아 없어지는 것도 산
성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귀중한 문화들이 최근 들어 그
훼손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성비는 건축물의 금
속이나 건물의 벽면을 훼손시켜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6) 국경도 없는 산성비의 피해

산성비는 바람에 의해 구름이 이동하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 상관없이 폭넓게
영향을 줍니다. 그림처럼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오염물질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숲과
호수에 산성비가 되어 내립니다. 미국에 산업이 발달한 도시의 오염물질은 캐나다에 영향
을 주거나 최근 중국대륙에서 넘어온 산성구름에 의해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어 문제가 되
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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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문제 해결 계획표 만들기
학년 반

모둠 :

✐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떤 방법
으로 알아볼까요?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알고 있는 것

알아야 할 것

알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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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 (동료평가)

연설문 발표하기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생각을 공유해요
◆ 친구들의 연설문을 듣고 평가해봅시다.

모둠

평가 (잘함, 보통, 부족함)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6모둠
7모둠

2. 활동을 정리해요
◆ 오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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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절의 변화

6학년 1학기

주 제 명

계절 속에 숨겨진 태양의 리듬 찾기
계절 속에 숨겨진 태양의 리듬 찾기 - 나만의 해시계 만들기

적용 학년/시기 6학년 1학기 / 5월
적용 모형
차시

1

단계

문제중심학습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내가 좋아하는 계절 소개하기
문제상황 계절, 그것이
이해
알고 싶다. 학 습 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알아보기
활 동 ② 문제 상황 제시 및 전체 학습설계하기
도 입

과학

아침과 한낮의 그림자의 길이는 왜 변할까 생
각하기

태양고도,
그림자, 기온의 학 습 태양고도측정기제작 및 측정을 통한 3요인간의
수상한 관계 활 동 상관관계 알아보기

2

관련 교과

과학

마무리 3가지 요인의 관계 정리하기
도 입

3~5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6

똑같은 시각의 여름과 겨울에 본 그림자의 길
이는 왜 다를까 생각하기

태양의
학 습 ①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알아보기
남중고도
변화와 24절기 활 동 ② 24절기이해 및 계절음식 만들기

과학
실과

마무리 태양의 남중고도변화 정리하기
도 입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이유 생각하기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온의 변화

학 습 실험을 통해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온과의 관계
활 동 알아보기

과학

마무리 한옥의 처마에 담긴 과학으로 내용 정리하기
도 입 계절이 변하는 이유 생각하기

7

계절이 바뀌는 학 습 지구본 자전축과 전등을 이용한 실험으로 계절
활 동 변화 원인 이해하기
이유

과학

마무리 계절변화 원인 정리하기
도 입 앙부일구 소개하기

8~11 문제 해결

나만의
해시계
만들기

학 습 1. 세계 여러 나라의 해시계 조사하기
활 동 2. 나만의 해시계 디자인 및 제작하기
마무리

작품 감상 및 태양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것
정리하기

과학
미술
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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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부터 시작하여 겨울에 이르기까지 계절의 변화는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이다. 이러한 계절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원인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나만의 해시계 만들기’라는 모둠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태양과 계절 변화와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태양의 고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와 기온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계절에 따라 기온의 변화 경향을 말할 수 있다.
- 계절의 변화를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꾸준한 측정과정을 통해 관찰과 측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 계절변화에 따른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계절의 변화를 태양의 남중고도, 지구자전축의 기울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 T / E : 나만의 해시계 제작에 필요한 장치를 설계한다. 해시계를 만들기 위한 탐구
과정을 설계한다.
○ A : 나만의 해시계를 디자인한다.
○ M : 지속적인 관측과 측정을 통해 규칙성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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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나만의 해시계 만들기에 관한 과학개념의 실제적인 문제해결수업에 대한 단계
요소 분석
○ 상황제시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수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
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의 변화가 반복되고 계절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태양빛을 통한 낮과 밤의 구분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의 규칙성
을 찾아내고자 노력했고 그 규칙성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
다. 바로 시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되어 태양을 관찰하며 그 변화를 관찰
하고 기록하여 우리만의 해시계를 만들어 볼까요?

○ 창의적 설계
- 시간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계절의 변화까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해시계의 모양이나 위치를 어떻게 해야 정확한 시계가 될 수 있을까?

○ 감성적 체험
- 나만의 해시계 만들기 작업을 통해 옛사람들의 지혜를 느낀다.
- 우리가 만든 시계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5. 제작 의도
본 주제는 지속적인 관측과 측정을 통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고안해 내는 일
련의 과정을 통해 태양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에 대한 체험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 과정중 개념이해 부분에서는 오개념이 매우 심한 계절의 변화 이유에 대해 기울
어진 지구 자전축공전실험을 통해 개념을 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주제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데이터수집을 위한 관측과 측정과정을 통해 관찰과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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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정 기본적인 기술이 과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가를 과정을 통해 깨닫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주제의 최종 해결과제인 해시계 만들기는 가급적 오랜 기간 측
정을 통해 학년말 최종 탐구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1

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기
 계절변화 카드 맞추기 게임하기
삼 계절변화와 관련한 전체 학습과제 제시 및 해 종, 계절카드,
계절,
결에 필요한 과학개념 찾아보기
여분의 빈 카
그것이
Co 농경사회에서 계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 드, 싸인펜, 색
알고 싶다
요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그 원인을 알아보고 옛 연필
사람이 되어 그 변화를 담을 수 있는 해시계를
만들어 봅시다.

3. 계절의
과학
변화
(3/8)

1

태양고도, 삼 태양의 고도 개념 이해하기
나무젓가락,
그림자,  태양고도측정기 만들어 실험하기
누름 못, 종
(태양고도, 그림자길이, 온도 측정 1시간 단위) 이판지, 실,
기온의
수상한 삶삼 3요인간의 상관관계 설명하기
각도기, 자,
CD 태양고도 측정 기구 고안하기
관계
가위, 온도계

과학

3. 계절의
변화
(4/8)

1

실과

간단한
조리

2

과학

과학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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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절의
변화
(1/8)

3. 계절의
변화
(5/8)

1

3. 계절의
변화

1

삶삼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그래프로
태양의
자, 모눈종이
나타내기
남중고도
삼 절기의 개념이해 및 24절기 알아보기
변화와
음식재료 및
 조상들이 즐겼던 계절 음식 만들기
24절기
조리 기구
5월 입하-쑥버무리/소만-냉잇국
삼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온과의 관계 가
설세우기
 가설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 및 실험하기
태양의
(동일한 위치에서 전등열을 받는 기울기가 다른
남중고도
종이판의 온도재기)
와 기온의
삼 가설 확인 및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변화
이유 정리하기

종이
판지,
온도계3개,
전기스텐드,
검은색종이,
장구핀, 셀로
판테이프, 자,
ET 전통가옥(한옥)의 처마와 햇빛과의 관계를 각도기
통한 조상의 지혜 느껴보기(토요체험과제)

계절이
바뀌는

삼 계절변화의 원인에 대한 가설세우기
 가설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 및 실험하기

지구본, 갓 없
는 전기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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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 계절의
과학
변화
(9/9)

이유

1

미술 표현 활동 2
나만의
해시계
만들기
실과

정보의
탐색과
선택

1

(지구 자전축이 수직일 때와 아닐 때 우리나라
태양남중고도와 그림자 길이 측정하기)
삼 가설 확인 및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이유 정
리하기
삼 남반구(뉴질랜드)의 계절변화 알아보기

삼 앙부일구의 원리 탐구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해시계 조사하기(인터넷검
색)-공통점, 특징 찾아보기
삼 나만의 해시계 디자인하기(모둠별 계
획서 작성 및 제작하기)
삼 시각과 계절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측
과 측정하기(학년말 완성과제)
CD

나만의 해시계 고안하기

장기 관측과정에 따른 학습 성취감 및 조상
들의 지혜 엿보기
ET

드,빨대,양면
테이프,자,가
위, 태양고도
측정기
앙부일구키트
(모둠별1개),
종이,가위,나
무젓가락,실,
자, 셀로판테
이프,나침판,
싸인펜
등
(창의적 설계
에 따른 다양
한 준비물)
※ 상황에 따
라 단기과제
가능함.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계절의 변화를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및 지구자전축의 기울기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2

태양의 움직임을 담은 해시계를 고안하고 제작할 수 있는가?

3

관찰과 측정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옛 사람들의 지혜로움을 느끼
는가?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 동료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1차시] 계절, 그것이 알고 싶다.
○ 학습 주제
본 차시는 앞으로 전개될 학습에 대한 안내 및 문제제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
라서, 주제의 근간을 이루는 계절에 대해 표면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을 게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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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이후의 학습을 통해 옛 사람이 되어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했던 계절의 변
화를 담을 수 있는 '나만의 해시계 제작하기'라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준비물
종, 계절카드, 여분의 빈 카드, 싸인펜, 색연필

○ 도입
① 계절변화 동영상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계절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계절과 이유를 나누어 본다.
② 오늘의 학습활동 소개하기
[계절의 다양한 특징 이해 및 전체 학습 설계하기]

○ 활동1 : 계절의 특징 알아보기
① 교과서에 제시된 사계절의 모습이 어떤 계절을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②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본 사계절의 모습에서 다른 점들을 찾아본다.
(태양의 높이, 그림자의 길이, 온도계 눈금의 위치, 나무 모습, 지표면의 모습)
③ 사진에 맞는 계절을 써보고 이유를 함께 적어 본다.
∙ 봄 - 기온이 적당하고, 나무와 풀들이 연두색이다.
∙ 여름 - 기온이 가장 높고, 나무가 푸르게 우거져 있다.
∙ 가을 - 나뭇잎의 색이 붉게 물들었고, 기온이 적당하다.
∙ 겨울 - 눈이 내렸고, 나뭇잎이 거의 없으며, 기온이 가장 낮다.
④ 계절마다 다른 점을 정리한다.
∙ 기온 - 여름 > 가을, 봄 > 겨울 순으로 높다.
가을과 봄의 평균 기온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가을이 봄보다 약간 높다.
∙ 그림자의 길이 - 여름이 가장 짧고 겨울이 가장 길다. 봄과 가을은 중간이며 서로
비슷하다.
∙ 태양의 위치 - 여름에 태양이 가장 높고, 겨울에 태양이 가장 낮다. 봄과 가을에는
태양의 높이가 중간이다.
⑤ 이외에 계절마다 다른 점들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의 옷차림, 계절 스포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들(여름 : 부채, 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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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어컨), 계절 음식

○ 활동2 : 계절 변화 게임하기
① 계절과 관련된 카드를 가지고 계절 맞추기 게임을 한다.
② 여분의 빈 카드를 준비하여 카드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계절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림을 그려 넣는다.
③ 모두의 카드를 섞어 똑같이 나누어 갖고 자기 앞에 카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카
드더미를 뒤집어 놓는다. 가운데 종을 놓는다.
④ 순서대로 돌아가며 카드를 뒤집고 똑같은 계절을 나타내는 카드가 2장(3장)일 때
먼저 종을 치고 계절을 말하면 모든 카드를 가져간다.
⑤ 마지막까지 카드가 남아 있는 사람이 이기고 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는 카드
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 활동3 : 전체 학습 설계하기
① 이렇게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바뀐다. 이러한 계절이 특징이 나타나
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기온의 변화 → 태양)
② 전체 학습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한다.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수확이
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달라졌기 때문입
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의 변화가 반복되고 계절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양빛을 통한 낮과 밤의 구분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의 규칙성을 찾아내고자 노력했고 그 규칙성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되어 태양을 관찰하며
그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우리만의 해시계를 만들어 봅시다.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한다.
④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서가 되는 앞으로 배워야 할 과학개
념들을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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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주

제

첫 번째 단서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 기온의 수상한 관계

두 번째 단서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와 24절기

세 번째 단서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온의 변화

네 번째 단서

계절이 바뀌는 이유

○ 마무리
해결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첫 번째 단서가 되는 차시학습을 예
고한다.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 기온의 수상한 관계)

○ 지도상의 유의점
① 본 차시는 학습 주제를 소개하고 해결 문제를 공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이후 학습에 대한 주제 제시이외에는 태양의 고도와 같은 구체적인 용어
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은 하지 않는다.
② 본 차시는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체 학습방향을 공
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계절 변화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고 문제해결을 위
해 자신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학습과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 수업 Tip
① 주어진 카드로 다음과 같은 계절 모으기 게임을 할 수 있다.
∙ 4명이 카드를 잘 섞은 후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갖는다.
∙ 자신이 모으고 싶은 계절을 생각하고, 버릴 카드를 선택한다.
∙ 함께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치고, 버릴 카드 한 장을 동시에 옆 짝에게 준다.
∙ 같은 방법으로 필요 없는 카드를 계속 돌린다.
∙ 자기가 들고 있는 4장의 카드가 모두 같은 계절을 나타내면 먼저 종을 울린다.
∙ 같은 계절을 먼저 모아 종을 울리는 사람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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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 자료 : 3~5차시 계절 음식 만들기
[입하]
세시풍속분야 : 절기
계절 : 여름(음력4월)날짜양력 5월6일경
소개 : 24절기 중 일곱 번째 절기. 태양의 황경(黃經)이

45도에 이르렀을 때이다.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다.
관련음식 : 쑥버무리
관련속담 :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

다른 이름 : 초하(初夏), 유하(維夏), 맹하(孟夏), 맥추(麥秋), 맥량(麥凉), 괴하(槐夏)
24절기 중 일곱 번째 절기. 양력으로 5월 6일 무렵이고 음력으로 4월에 들었으며, 태양의
황경(黃經)이 45도에 이르렀을 때이다. 입하(立夏)는 곡우(穀雨)와 소만(小滿) 사이에 들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으로 맥량
(麥凉), 맥추(麥秋)라고도 하며, ‘초여름’이란 뜻으로 맹하(孟夏), 초하(初夏), 괴하(槐夏), 유
하(維夏)라고도 부른다.
이때가 되면 봄은 완전히 퇴색하고 산과 들에는 신록이 일기 시작하며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또 마당에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고, 밭에는 참외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리고 묘판
에는 볍씨의 싹이 터 모가 한창 자라고, 밭의 보리이삭들이 패기 시작한다. 집안에서는 부인
들이 누에치기에 한창이고, 논밭에는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가 자라서 풀뽑기에 부산해진다.
옛날 재래종 벼로 이모작을 하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한창 못자리를 하므로 바람이 불
면 씨나락이 몰리게 되는데, 이때 못자리 물을 빼서 피해를 방지하라는 뜻으로 “입하 바람
에 씨나락 몰린다.”는 말이 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목화가 풍년 든다는 뜻으로
“입하 일진이 털 있는 짐승 날이면 그해 목화가 풍년 든다.”는 말도 있다. 입하가 다가오면
모심기가 시작되므로 농가에서는 들로 써레를 싣고 나온다는 뜻으로 “입하물에 써레 싣고
나온다.”라는 말도 있다. 재래종을 심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물을 잡으면, 근 한 달 동안
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비료분의 손실이 많아 농사가 잘 안 된다는 뜻으로 “입하에 물 잡으
면 보습에 개똥을 발라 갈아도 안 된다.”라는 말도 있다.
출처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네이버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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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버무리 만들기]
음식분류 : 떡
조리시간 : 60분
재료 : 쑥 150g, 멥쌀 300g, 설탕 50g, 소금 약간

(2인분 기준)
칼로리 : 653 Kcal(1인분 기준)

음식 만드는 과정
① 쑥을 깨끗이 씻어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② 멥쌀은 전날 10시간 정도 불린 후 건져 물기를 뺀 다음 소금을 넣어 곱게 빻아둔다. (떡
집에 부탁하여 주문해 준다.)
③ 씻어서 물기를 빼놓은 쑥에 멥쌀가루를 넣고 섞어준다.
④ 설탕과 소금을 고루 섞어준다.
⑥ 틀에 면을 깔고 잘 섞어둔 재료를 넣은 다음 김이 오른 솥에 올려 센 불에서 찌다가 김
이 오르면 뚜껑을 덮어 20~30분간 찐다. 불을 끄고 잠시 뜸을 들인 후 채반에 담아 한
김 식힌 후 먹는다.

출처 : 네이버 키친[쑥버무리]

[계절별로 만들어 먹는 사찰음식]
1. 봄에 만들어 먹는 사찰음식
◇ 참나물생절이

◇ 당귀생절이

◇ 방아장

◇ 죽순장아찌

◇ 민들레나물

◇ 참가죽나물

◇ 산초잎장○

◇ 재피잎장아찌

◇ 소리쟁이나물

◇ 우엉지짐

◇ 민들레김치

◇ 쑥부쟁이나물

◇ 머위잎된장무침

◇ 두릅밀전병무침 ◇ 애쑥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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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순버섯볶음

◇ 두릅튀김

◇ 야채쌈밥

◇ 애쑥튀김

◇ 재피장

◇ 참가죽장아찌

◇ 돌나물김치

2. 여름에 만들어 먹는 사찰음식
◇ 표고버섯찹쌀전병무침 ◇ 깨순겉절이

◇ 감자두부탕

◇ 무말이

◇ 민들레나물

◇ 참가죽나물

◇ 열무물냉면

◇ 상추불뚝김치

◇ 느타리버섯구이

◇ 마찜

◇ 녹차칼국수

◇ 흑임자두부튀김

◇ 마구이

◇ 감자보리밥

◇ 들깨생콩가루칼국수

◇ 고갱이상추전

◇ 표고버섯밥

◇ 두부장

◇ 김전

◇ 콩죽

3. 가을에 만들어 먹는 사찰음식
◇ 표고버섯탕수이

◇ 버섯콩나물국

◇ 깻잎부각

◇ 버섯완자탕수이

◇ 산마밥

◇ 고추김치

◇ 물호박

◇ 표고버섯양념구이

◇ 두부김밥

◇ 우엉김치

◇ 통도라지김치

◇ 녹두빈자병

◇ 은행밥

◇ 김부각

◇ 고사리두부탕

◇ 토란탕

◇ 연자죽

◇ 참가죽부각

◇ 들깨죽

◇ 능이버섯국

◇ 산초장아찌

◇ 다시마부각

4. 겨울에 만들어 먹는 사찰음식
◇ 말린다래순나물

◇ 두부다시마말이

◇ 늙은호박전

◇ 호박왁자지

◇ 참가죽찹쌀옹심이

◇ 말린취나물

◇ 연근조림

◇ 우엉구이

◇ 버섯잡채

◇ 느타리버섯탕

◇ 연근전

◇ 묵두부전

◇ 매작과

◇ 다식

◇ 호박김치

◇ 연근지짐

◇ 산초된장국

◇ 메밀부꾸미
출처 : 다음 지식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QO&qid=3COm7&q=5%BF%F9%BF%
A1+%C1%F1%B0%DC%B8%D4%B4%C2+%B0%E8%C0%FD%BF%E4%B8%AE&src
hid=NKS3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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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및 평가지(자기평가)

계절 속에 숨겨진 태양의 리듬 찾기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문제를 발견해요
◆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종 과제는 무엇입니까?

2. 해결방법을 생각해요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하여 봅시다.
그 외에 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아야 할 것

더 알고 싶은 것

3. 스스로 평가해요
◆ 계절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생깁니까?

상

중

하

◆ 해결해야 할 최종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상

중

하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공부해야하는지 이해하였나요? 상

중

하

144

6학년 1학기 6월❙“Slow Class” 프로젝트

4. 생태계와 환경

‘Slow Class’프로젝트

6학년 1학기

생태계와 환경
적용 학년/시기 6학년 1학기 / 6월
적용 모형
프로젝트학습
주 제 명

차시

1

2

3

4

5

6

7

8

9

단계

소주제

도 입
탐구주제 생태계 기초 학 습
활 동
탐색하기
탐구
마무리
도 입
생태계와
학 습
생물의
활 동
상호작용
마무리
지식
도 입
및 기능
학 습
탄소발자국 활 동
습득
하기
마무리
도 입
생물의
학 습
활 동
환경적응
마무리
도 입
학 습
재활용의 날 활 동
마무리
도 입
소음재활용 학 습
활 동
음악회
마무리
탐구
수행하기
도 입
사람의
학 습
생활과
활 동
생태계
마무리
도 입
간이정수기 학 습
활 동
만들기
마무리
도 입
탐구수행 Slow Class
학 습
결과
활 동
프로젝트
나누기
마무리

주요 내용

관련 교과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문제상황 파악하기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의미 파악하기

과학

집중 탐구주제 탐색하기
생태계에서의 상호작용, 평형 알아보기
여러 종류의 생물카드를 모아서 연결하며 먹고
먹히는 관계 알아보기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연관된 내용을 찾기
로컬푸드 운동과 탄소발자국개념 이해하기

과학

우리 집의 탄소발자국 계산해보기

재량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로컬푸드 운동 탐구
다양한 생물이 환경 적응 살펴보기
생물의 환경적응에 대한 프로젝트정보 탐색

과학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환경적응의 관련 내용
생활자원의 사용과 환경의 관계 탐구
우리 반 쓰레기통 분석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재활용 관련 탐구수행
소리만 듣고 어떤 소리인지 예상하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소리를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찾기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소리의 관련 내용
사람의 생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생각하기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찾기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사람의 생활과 생태계의 관련 내용
흙탕물, 비눗물, 기름물 관찰하기
간이 정수 장치 만들기

실과

음악

과학

과학

용액을 거르기 전 후 비교하여 발표하기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 정리하기
프로젝트 탐구수행 수행결과 나누기

과학

자기평가, 동료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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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학생들은 이 단원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요소를 알고 이들의 관계에 의해 생태
계 평형이 유지됨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사례, 환경오
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간이정수장치 만들기 활동을 통해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하는 학습전략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자연
환경 속의 인간, 환경친화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자연에 대한 호
기심과 동기를 유발하고자 한다. 이를 우리 교실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발전과 보존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학생 스스로 생각하여 흥미와 관심을 갖고 탐구하며, 창의적 설계
를 하고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생태계를 이루는 요소와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사례와 인간생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생태계를 이루는 요소와 그 관계를 이해한다.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사례와 인간생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T :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한다.
○ E :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 간이 정수 장치를 만들 수 있다.
○ A : 자연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분석적인 접근을 떠나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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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시킨다.
○ M : 평소에 먹는 과자나 식품의 수입경로를 분석하여 각각의 푸드마일리지를 계산하
고 비교하여 보는 과정을 통해 수학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문제상황 : 영국에서 한 해 동안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경기장을 몇 번 채울까요? 정답은 2만 8545번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나온 환경퀴즈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한해 쓰레기양은 상암 축
구경기장을 몇 번 채울까요? 이후로 웨일즈에서는 3R운동으로 ‘쓰레기 제로’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가정,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여 Reduce(쓰레
기를 줄이자), Reuse(버릴 물건을 다시 사용하자), Recycle(재활용품을 적극 사용하
자)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중앙일보, 2009. 05)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한해
쓰레기양은 상암 축구경기장을 몇 번 채울까요?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하는 환
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 창의적 설계
- 먼저 우리교실에서 ‘Slow Class’ 프로젝트라는 야심찬 생태복원 계획을 세워봅시다.
- 동물들은 위장, 경계색, 모방 등의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식물들은 초식동물로부터 피할 수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 살아
남기 위해 방어를 할지 사고를 확장하며 생각해 봅시다.
-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친환경농사법을 고안해 봅시다.

○ 감성적 체험
- 효율적인 생각을 통해 합리적 경험하기
- ‘Slow Class’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교실과 생태계의 관련 내용 찾아봄으로써 자원
의 소중함과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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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작의도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
로젝트학습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융합적인 내용을 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
는 과정에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기초탐구를 바탕으로 상호작용, 평형에 대해 알아보
고, 다양한 생물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여 살아가는지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창의적 설계와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람의 생활과 생태계에 대한 감성적
체험을 하며 환경친화적인 현상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과학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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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4. 생태계와
환경(2/10)

4. 생태계와
환경(3/10)

시수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1

삼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문제상황 알아
보기
삼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의미 파악하기
삼 ‘Slow Class’프로젝트학습 1단계
- 관심분야 탐색하기
- 관심분야가 같은 학생끼리 소집단 구
성하기
생태계 기초
개인별 주제망 구성하기
탐구
생물요소와
(프로젝트1단 - 구체적 학습과제 선정하기
비생물요소
계-집중 탐구 - 능력별 과제 분담, 프로젝트 학습계획
사진들
서 작성하기
주제
Co 영국에서 한 해 동안 버리는 쓰레기
탐색하기)
의 양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경기
장을 몇 번 채울까요? 정답은 2만 8545
번. 우리나라의 한해 쓰레기양은 상암 축
구경기장을 몇 번 채울까요?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삶을 살
아갈 수 있을까요?

1

생태계와
생물의
상호작용
(프로젝트2단

삼 생태계에서의 상호작용, 평형 알아보기
삼삶 여러 종류의 생물카드를 모아서 여러 종류의
연결하며 먹고 먹히는 관계 알아보기
생물카드
삼 ‘Slow Class’ 프로젝트학습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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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한 자료의 정보교환을 통한 의사소통
- 심층연구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것들
경험하기(자료 추가 및 보충)
계-지식 및
-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생태계와 생물의
기능
상호작용과 연관된 내용을 찾아보기
습득하기)
CD 먼저 우리교실에서 ‘Slow Class’ 프
로젝트라는 야심찬 생태복원 계획을 세
워봅시다.

재량

과학

실과

로컬 푸드
운동

4. 생태계와
환경(5/10)

생활자원과
소비

1

삼 로컬푸드운동과 탄소발자국개념 이해
하기
삼삶 우리집 탄소발자국 계산하기
탄소발자국
 피라미드 만들기
(프로젝트
삼삶 우리 집의 탄소발자국 계산해보기
2단계-지식
삼 ‘Slow Class’프로젝트학습 2단계
및 기능
- 학습주제에 관련된 자료 탐색
습득하기)
- 프로젝트수행 과제해결을 위한 토의
-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로컬 푸드운동과
관련된 내용 찾아보기

각종 공과금
의 월별 영
수증,
컴퓨터

1

삼  다양한 생물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
하여 살아가는지 설명하기
삼 ‘Slow Class’프로젝트학습 2단계
- 프로젝트 정보 탐색
생물의
-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생물의 환경적응
환경적응
(프로젝트2단 의 관련된 내용 찾아보기
사진자료
계-지식 및 CD 동물들은 위장, 경계색, 모방 등의
기능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며 환경에 적응
습득하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식물들은 초
식동물로부터 피할 수 없으니 어떤 방법
으로 살아남기 위해 방어를 할지 사고를
확장하며 생각해 봅시다.

1

삼 생활자원의 사용과 환경의 관계 탐구
삼우리 반 쓰레기통 분석- 교실에서의
재활용의 날 쓰레기 감소 및 효과적인 재활용 분리수
(프로젝트3단 거 방법 찾아 실천하기
계-탐구수행 삼 ‘Slow Class’프로젝트학습 3단계
하기)
- 탐구활동 및 프로젝트 과제수행
-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재활용 관련 내용
찾아보기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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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음악 음악활용하
기

과학

4. 생태계와
환경(6/10)

1

1

삼 소리만 듣고 어떤 소리인지 예상하기
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소리분류하기
삼 소음의 부정적 예와 긍정적 예 알아보기
- SBS 스페셜 “소리도 약이 된다.”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
1_review_detail.jsp?vVodId=V0000311
936&vProgId=1000126&vMenuId=10
02036&vVodCnt1=00052&vVodCnt2=
00
소음재활용 - 백색소음
음악회
http://www.whitenoiseplayer.com
(프로젝트3단 - 난타
계-탐구수행
http://uv1221.blog.me/140143165030
하기)
 재활용함의 물건들을 이용하여 리듬
만들기
- 어거스트러쉬: 거리의 소음이 음악으로
http://www.pandora.tv/category.ptv/v
ideo/category/c1/01/c2/0131/ch_useri
d/badongta/prgid/38571714
삼 ‘Slow Class’프로젝트학습 3단계
- 탐구활동 및 프로젝트 과제수행
-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소음재활용음악
회 와 관련 내용 찾아보기

재활용품 함
에 있는 여
러 가지 페
트병, 플라스
틱용기, 유리
병 등

삼 사람의 생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 생각하기
삼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람의
다양한 방법 찾기
생활과
삼 ‘Slow Class’프로젝트학습 3단계
생태계
- 프로젝트학습 과제와 사람의 생활과 생
(프로젝트3단
태계의 관련 내용 찾기
계-탐구수행
- 프로젝트 학습활동 마무리
하기)
- 소집단별 과제해결활동 결과정리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친환경농사법을 고안해 봅시다.
CD

4. 생태계와
과학
환경(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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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정수기
만들기

흙탕물, 비눗
삼 흙탕물, 비눗물, 기름물 관찰하기
물, 기름물,
삼 간이 정수 장치 만들기
500ml, 비커
삼 용액을 거르기 전 후 비교하여 발표하기
3개, 페트병
ET 효율적인 생각을 통해 합리적 경험
2개, 칼, 가
하기
위, 거즈, 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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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씻
은 자갈, 모
래, 숯, 활성
탄, 고무줄

과학

4. 생태계와
환경(9/10)

1

삼 ‘Slow Class’프로젝트학습 4단계
-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 발표
Slow Class
- 자기평가, 동료평가하기
프로젝트
-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반성
(프로젝트4단
- 학습의 내면화
계-탐구수행
ET ‘Slow Class’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수행결과
교실과 생태계의 관련 내용 찾아봄으로
나누기)
써 자원의 소중함과 우리도 자연의 일부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생태계를 이루는 요소와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2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

3

‘Slow Class’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
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평가 / 동료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3차시]
○ 학습 주제
최근 로컬 푸드 운동으로 탄소발자국의 의미를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의 소중함과 우리도 자연
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도록 하였다.

○ 준비물
색 A4용지, 가위, 색연필, 싸인펜, 전날 과제로 제시(영수증-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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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비용 등)

○ 도입 : 문제상황 제시하기
영국에서 한 해 동안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경기장을 몇 번 채
울까요? 정답은 2만 8545번. 우리나라의 한해 쓰레기양은 상암 축구경기장을 몇 번 채울까
요?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① ‘탄소발자국’ 그림을 보여주며 그림의 의미 추측하기

② ‘탄소발자국’ 용어 도입.
- 탄소발자국 :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만들어내는지를 양으로
표시한 것이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하거나 사람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뜻합니다.
③ 오늘의 활동소개하기
탄소발자국의 의미를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
력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활동1 : 우리집 탄소발자국 구해보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동차사용 등을 통해 우리집
탄소발자국을

구해본다

(http://www.greenstart.kr/).

→ 우리 집 월평균 전기요금은 (
지역난방 요금은 (
자동차 종류는 (
우리 가족은 연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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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스 요금은 (
)원, (

), 연료는 (

) 요금은 (
), 평균 주유비는 (

)원,
)원
)원입니다.

kg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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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과금의 월평균 액을 미리 알아야 하며, 컴퓨
터실에서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활동2 : 탄소발자국 피라미드 만들기
탄소발자국이 계속 쌓이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동을 해야 하듯이 모둠 친구들과 서로 협동하면
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모둠 당 4명이 적당)
① 색 A4용지를 대각선으로 접고 아랫부분은 가위로 자른다. (정사각형 모양)
② 새로 생겨난 네 면 중 한 면을 제외하고 세 면에 푸드마일리지에 대해 배운 내용과
내가 할 노력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다.
③ 빈 면의 바로 옆 대각선을 중간까지 자르고 빈 면에 풀을 붙이면 삼각뿔 모양이
된다.
④ 모둠원의 삼각뿔을 세워 붙이면 모둠 피라미드를 완성한다.
⑤ 만든 탄소발자국 피라미드를 상호평가하며 느낌을 이야기한다.

○ 활동3 : ‘Slow Class’ 프로젝트학습 2단계
- 학습주제에 관련된 자료 탐색
- 프로젝트수행 과제해결을 위한 토의
- 프로젝트학습 주제와 로컬 푸드 운동과 관련된 내용 찾아보기

○ 개념 이해
탄소발자국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만들어내는지를 양으로
표시한 것이다.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안의 탐색을 통해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다.

○ 마무리
① ‘Slow Class’ 프로젝트학습 주제별로 선정된 소집단에서 개인별 과제해결을 위한 토
의를 한다.
② 프로젝트학습 주제와 로컬 푸드 운동과 관련된 내용 찾아보며 정리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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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제시 방향
문제상황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한해 쓰레기양은 상암 축구경기장을 몇 번 채
울지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계산보다는 많은 양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한다.
- 창의적 설계 방향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계되도록 학생들과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친환경적인 활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 수치를 바탕으로 감성적으
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한다.

※ 교사용 참고 자료
1. “지금처럼 고기를 먹으면 지구가 견딜 수 없단다”
세계 여러 나라가 앞 다투어 백열전구 추방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백열전구는 에너지만
많이 잡아먹지 쓰는 전기만큼 밝지가 않다. 백열전구 효율이 나쁜 것은 전기에너지 가운데
95%를 열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5%만 빛을 내는 데 쓰는 것이다.
가축을 키워 고기를 먹는 것은 백열전구를 쓰는 일과 같다. 소, 돼지, 양과 같은 가축한테 사
료를 줘봐야 사료 영양분 가운데 가축의 근육, 뼈, 살로 가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은 가축이 움직이는 데 드는 에너지로 소실된다. 소나 돼지는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더라도 체
온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든다. 소나 돼지의 배설물도 따지고 보면 옥수수나 콩의 영양
분이 모양을 바꾼 것이다. 영양분의 90%쯤은 가축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하면서 발생하는
폐열로 사라진다는 게 통설이다. 백열전구가 쓸모없이 열을 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돼지, 소, 닭을 키우려면 숲을 베어 옥수수, 콩 같은 사료용 곡물을 재배할 농경지를 만들
어야 한다. 만일 어떤 밭에서 옥수수나 콩을 경작해 10명의 식량을 댈 수 잇닫고 하자. 그
옥수수, 콩을 사료로 가축을 키워 그 가축의 고기를 먹는다면 기껏해야 한 두 명분의 식사
밖에 되지 않는다. 기근에 허덕이는 세계 인구가 8억 명이다. 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가축을 키우는 데는 많은 화석연료가 소모된다. 비료 농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농기계
를 돌릴 때도 석유가 필요하다. 고기를 먹는 게 지국온난화를 악화시킨다고 보는 이유다.
가축이 트림을 할 때는 메탄가스를 뿜어낸다. 메탄가스는 유기물이 덜 분해됐을 때 나오는
가스다. 가축이 트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되새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메탄가스는 분
자당 열 축적능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달한다.
사료용 곡물을 재배해서 가축을 키우고 고기를 소비할 때까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메
탄가스의 양을 다 합치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5분의 1쯤 된다고 한다. 교통 부문 배출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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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것이다. 미국 사람이 고기 먹는 양을 20% 줄이면 중형차를 몰다가 경차를 갈아타
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라고 한다.
출처 : 조선일보 (2008. 2. 16)

2. Super size me (2004) 12세 관람가
고객을 주시하라. 그러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Look
after the customer and the business will take care of
itself) - 맥도널드 창업자(McDonald's Founder) 레이
크록의 말이다.
미국은 모든 게 크다. 차도 크고, 집도 크고, 회사도 크
고, 먹는 것도 크다. 결국은 사람도 크고.... 미국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뚱뚱해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성인 60%가 넘는다. 1980년부터, 과체중이거나 뚱뚱한 사
람이 두배로 늘었다. 과체중 아이들도 두배로 늘고. 청소년
의 경우는 3배나 늘었다. 미국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많
은 주? 미시시피주는 4명 중에 한 명이 뚱뚱한 사람이다.
미국에서 사망 원인 중에 흡연 다음이 비만이다. 연간 40만명 이상이 관련 질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소수의 미국인들이 과체중에 진저리를 떨었다. 아직도 매일, 미국인 4명 중에
한명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찾는다. 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미국에만 있는 것
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맥도날드? 6개 대륙에 100개국에 3만개의 지점
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전 세계 4600만 명 이상이 그들의 제품을 먹고 있다. 미국에서만,
맥도날드는 전 패스트푸드 시장의 43%를 장악하고 있다.
한 괴짜 영화감독이 비만의 주범으로 혐의가 짙은 패스트푸드의 폐단을 몸소 체험하는
것을 통해 고발하기로 결심한다. 한 달 내내 하루 세끼 맥도날드의 음식만 먹으면서 변화
하는 자신의 신체를 기록하고 각 도시를 돌아다니며 의사, 영양사, 당국의 전문가들의 비만
에 대한 각종 견해를 듣는 한편, 하루 아홉 개의 빅맥을 먹는 빅맥 추종자에서부터 예수와
대통령의 얼굴은 몰라봐도 맥도날드 마스코트인 로널드는 정확히 알아보는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 삶에 파고든 패스트푸드 문화의 놀랍고도 솔직한 이면들을 담는다.
이 흥미진진한 실험을 시작한지 며칠 만에 감독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몸무게가 1주일
만에 무려 5킬로가 늘고 무기력과 우울증까지 느끼는 등 이 패스트푸드 식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스런 모습으로 다가온다.
짓궂은 아이디어와 도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그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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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기 위해 겁 없이 덤빈 이 별난 감독은 죽도록 먹어대는 미국인,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
는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진지한 일침을 가한다.
출처 : 네이버 영화정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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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슬로푸드 운동
○○초등학교

6학년

반

번 이름 :

1. 활동하며 생각해요
� 오른쪽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 우리 집 탄소발자국 구해보기 (http://www.greenstart.kr/)
→ 우리 집 월평균 전기요금은 (
지역난방 요금은 (
자동차 종류는 (
우리 가족은 연간 총

)원, (
), 연료는 (

)원, 가스 요금은 (

)원,

) 요금은 (

)원

), 평균 주유비는 (

)원입니다.

kg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였습니다.

� 탄소발자국을 계산해 본 후 느낌을 적어봅시다.

3. 프로젝트학습 주제와 로컬푸드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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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Class’ 프로젝트학습 계획서
학년 반

학년 반

이름
활동시기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활동주제

주요탐구
활동내용

이름/역할
/
역할분담
활동계획

/
/
/

준비물

더 알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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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6학년 2학기 9월❙우리는 기상예보관

1. 날씨의 변화

우리는 기상 예보관

6학년 2학기

주 제 명

우리는 기상 예보관

적용 학년/시기 6학년 2학기 / 9월
적용 모형
차시

1

단계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상황제시
학 습
주제확인 예측해봅시다
영상 시청을 통한 일기예보 구성 요소 찾기
활 동
마무리 학습 계획 안내하기

2~3

4

5

주제중심학습

탐색 및
탐구 활동

6~7

관련 교과

과학

습도, 이슬,
안개, 구름

도 입 각각의 설계된 실험 예상하기
학 습
실험을 통한 현상 관찰하고 이해하기
활 동
마무리 실험 결과 정리하고 설명하기

과학

강수 확률

도 입 확률에 대한 이해
학 습
각종 자료를 통한 강수확률 알아보기
활 동
마무리 다양한 지역의 정보 수집하기

수학

바람

도 입 각각의 설계된 실험 예상하기
학 습
실험을 통한 현상 관찰하고 이해하기
활 동
마무리 실험 결과 정리하고 설명하기

과학

도 입 일기 예보를 본 경험 이야기하기
학 습
일기도의 날씨 기호 탐색하고 이해하기
활 동
마무리 일기 예보가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방법 알아보기

과학

일기도,
일기예보

도 입 효과적인 일기예보란?

8~9

일기예보
계획하기

10~ 탐구 결과
11
처리

일기예보
제작하기

다양하게 주어진 계절과 날씨를 조합하여 일기
예보 계획하기
학 습
날씨와 계절을 묘사한 음악 조사발표
활 동
짧은 연주곡, 효과음 만들기
효과적인 배경그림이나 기호 제작하기
도 입 지난 시간 만든 자료 정리
학 습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일기예보 만들기
활 동
마무리 각 모둠별로 일기예보 발표하기

미술
음악

과학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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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이 단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날씨의 변화와 계절별 날씨의 특징, 날씨
예보 과정에 대하여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공기 중의 수증기, 습도와 우리 생활과
의 관계, 이슬과 안개 및 구름의 생성, 일기 예보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정리 단
계인 일기예보를 제작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일
기도를 작성하여 기상 예보관처럼 일기 예보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습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슬과 안개가 생기는 현상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구름이 생겨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바람이 부는 까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일기 예보의 과정과 날씨 정보를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날씨의 변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날씨 정보를 우리 생활에 활용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날씨와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기온, 비, 구름의 모양과 색깔로 날씨 이해하기
○ T / E : 일기 예보의 과정을 이해하고 일기예보 제작하기
○ A : 일기도 기호 디자인 및 효과적인 배경음악 찾아보기
○ M : 각종 자료를 통한 강수확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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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일기예보가 틀렸을 경우 생겨날 어려운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 창의적 설계
- 일기 예보의 과정과 날씨 정보를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기
- 계절과 날씨에 맞는 독창적인 일기예보 제작하기
- 효과적인 일기도 작성법 구안하기
- 효과적인 배경음악, 의상, 연출방법 구안하기

○ 감성적 체험
- 날씨의 변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날씨 정보를 우리 생활에 활용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날씨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5. 제작 의도
이 단원은 교육과정 중 3학년에서 학습한 기온, 바람, 구름, 강수 등에 대한 내용을 바
탕으로 설정되었다. 학생들이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시에서 실
생활과 밀접한 발문을 유도하고 경험을 토대로 한 탐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마지막 활동인 ‘우리는 기상 예보관’ 활동에서는 그동안 학습하였던 날씨에 관련된 모
든 개념요소를 동원하여 창의적으로 일기예보를 해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
과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해 일기예보의 보조적인 요소들까지 관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날씨의 변화를 예상하고 미래 생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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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과학

단원

1.날씨의
변화

시수 소주제

1

학습 내용

준비물

삼 상황제시
- 일기예보가 틀렸을 경우 생겨날 어려운 점 이야기
해보고 일기예보가 왜 어려운 일인지 생각하기
영상자료,
예측해 삼 일기예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
여러 가지
봅시다. 아보기 (영상 시청)
기상자료
 우리 생활 중 불쾌지수에 대해 알아보기
일기예보가 틀렸을 경우 생겨날 어려운 점에는 무
엇이 있을까? 왜 일기 예보가 정확해야 하는 걸까?
Co

1.날씨의
과학 변화
(2/10)

과학

1.날씨의
변화
(3/10)

5.경우의
수학 수와
확률

1

1

1

습도

이슬
안개
구름

삼 습도의 개념 알아보기
- 건습구 온도계를 통하여 습도의 개념 알기
 우리 생활 불쾌지수 알아보기

온도계 두 개,
물, 헝겊조각,
CD 오늘의 습도를 측정하는 방법 생각해보기
실, 스탠드,
ET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비커
관계가 있는 걸까?
둥근바닥플
삼 이슬, 안개, 구름이 생기는 현상 이해하기
라스크,비커,
- 안개 발생 실험 장치를 통하여 문제 상황 이해하기
얼음,따뜻한
삼 구름이 생겨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이해하기
물,검은색도
CD 샤워 후 목욕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임을
화지,막자와
설명할 수 있다.
막자사발

삶 확률에 대해 이해하기
-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의 수
강수확 삼 강수확률의 개념 이해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통
하여 계산하기
률
삼 다양한 지역의 강수확률 정보수집하기
우리 지역의 강수 확률을 통해 간단한 주간 일
기 예보 제작하기
CD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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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날씨의
변화
(5/10)

1

바람

ppt
다양한 지역
의 강수확률
자료
노트북

삼 바람이 부는 까닭 알기
대류상자,향,
삼 대류 상자를 통하여 바람이 부는 방향 변화 이해
얼음,모래,은
하기
박접시,고무
CD 대류 상자의 조건을 어떻게 달리하면 실험결과
찰흙
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까?

6학년 2학기 9월❙우리는 기상예보관

1.날씨의
변화
과학
(6/10)
미술
기호의
이해

1

1.날씨의
과학 변화
(8/10)

1

1.날씨의
변화
(2/10)

1

과학

표제음악
음악
이해하기

1

삼 일기도와 일기도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호 이해
하기
일기도  나만의 일기도 기호 디자인하기
CD 기존의 일기도 기호뿐 아니라 날씨의 특징을
살리고 누구나 연상할 수 있는 나만의 기호 만들기
일기
예보

일기도,
색연필, 네임
펜,
도화지

노트북,
삼 날씨 예보가 이루어지는 과정 알아보기
날씨예보과
 날씨 예보가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방법 알아보기
정 붙임자료

삼 모둠을 나누어 일기 예보팀 구성하기
일기예
삼 다양하게 주어진 계절과 날씨를 조합하여 일기 활동계획서
보계획
예보 계획하기

표제
음악
이해
하기

삼


한

각각의 날씨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이야기해보기
날씨를 묘사
날씨와 계절을 묘사한 음악 조사하여 발표하기
하는 영상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하여 날씨와 계절을 묘사
각종 음원,
짧은 연주곡 만들기, 효과음 만들기
각종 악기,
CD 날씨의 배경에 맞도록 기존의 곡을 적절히 활
각종 도구,
용한다.
노트북(음원
다양한 악기와 도구를 활용하여 날씨에 맞는 음악
제작용)
을 제작하고 녹음하여 본다.
삼 모둠을 나누어 일기 예보 제작하고 발표하기

과학
미술

1.날씨의
변화
(10/10)

2

일기
예보
제작

정해진 형식이 아닌 가장 효과적으로 예보를
다양한 일기
전달하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유도한다.
예보 영상
ET 날씨의 변화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날씨
정보를 우리 생활에 활용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CD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날씨의 요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과정 또는 원리를 설
명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2

일기예보의 과정과 날씨 예보를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
고 있는가?

지필평가

3

날씨와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평가 /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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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4차시] 강수 확률이란?
○ 학습 주제
강수 확률이란 무엇일까?

○ 준비물
수업 ppt, 다양한 지역의 강수확률 자료, 노트북

○ 도입
① 문제 상황 제시하기
내일은 드디어 현장학습을 가는 날! 선생님께서 내일 아침에 비가 오지 않으면
현장학습을 간다고 하셨는데 내일 날씨가 너무 궁금해서 일기예보를 찾아 봤다.
강수확률 40%
강수확률이란 어떤 의미일까? 내일 비가 온다는 걸까 아닌 걸까?
② 오늘의 활동 소개하기
- 확률을 바탕으로 강수확률까지 알아보자.

○ 활동1 : 확률이란?
◆ 확률

- 윷놀이에서 모가 나올 확률은?
-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여러 번 던져 그림면이 나올 확률은?
① 실제 동전을 던져보면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확률 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얻게 된다.
② 확률이란? -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의 비율
③ 확률 값을 퍼센트로 고쳐 나타내는 활동을 해본다.

○ 활동2 : 강수확률이란?
① 일기 예보 동영상 시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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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기 예보에서 말하는 강수확률 40%의 의미를 이야기해보기
③ 강수확률의 값이 높을수록 어떤 기상 현상이 나타날지 예상해보기

○ 활동3 : 여러 지역의 강수확률 알아보기
① 인터넷을 활용하여 여러 지역의 강수확률 알아보기
(기상대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
② 오늘 강수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찾아서 학습지에 정리해보기
③ 주어진 강수 확률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들어 설명으로 다시 풀어내기

○ 개념 이해
강수 확률이란?
강수확률이란 예보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량의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로 나
타낸 것입니다. 강수확률은 지역, 시간 대비의 확률이 아니며 강수량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서울 지방의 강수 확률이 70%’ 라는 예보의 뜻은,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과 유사한 기상상태가 10번 있었을 때 그 중 7번은 비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면적이나 시간 개념에는 상관이 없으며, 서울의 어느 곳에서나 비가 올 가능성이
70% 라는 뜻입니다.

○ 마무리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강수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부터 낮은 지역까
지 정렬해보도록 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① 상황제시 방향
지도안에서 주어진 상황이 아닌 각 교실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것
이 좋으며 ‘우산을 갖고 나갈까 말까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여도 좋을 것이다.
② 창의적 설계 방향
강수확률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진 후 각자의 생각대로 강수확률을 만들어본다.
특히 ‘주어진 강수 확률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들어 설명으로 다시 풀어내기 활

165

STEAM 교육 따라잡기 (초등 6학년)

동’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변형시키도록 유도한다.
③ 감성적 체험의 방향
일기 예보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가를 느끼며 실생활에서 강수확률 또는
여러 가지 확률을 연관성 있도록 이해하도록 한다.

※ 교사용 참고 자료 : 강수확률
http://www.ebsi.co.kr/ebs/ebsi/jsp/pot/potg/RetrieveCreateStudyClipInfo.jsp?sbjtId=S20100002117
강수확률이란 예보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량의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강수확률은 지역, 시간 대비의 확률이 아니며 강수량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서울 지방의 강수 확률이 70%’ 라는 예보의 뜻은,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
았을 때 오늘과 유사한 기상상태가 10번 있었을 때 그 중 7번은 비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면적이나 시간 개념에는 상관이 없으며, 서울의 어느 곳에서나 비가 올 가능성이 70%
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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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확률이 40%면 우산이 필요할까?
“남해상으로 접근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11일에는 차차 흐려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
가 시작되겠고, 12일은 전국에서 비가 온 후 점차 개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일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중부지방
을 중심으로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야외로 놀러가기로 했는데, 비가 온단다. 아...차라리 주중에 비가 올
것이지...위와 같이 비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강수확률 10%, 60%와 같은 숫자를 접하게 됩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수확률이 40%이면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고, 60%면 우산을 챙겨야 할까요?
강수 확률은 0.1mm이상의 강수가 일어날 확률을 말합니다. 비의 강도나 강수 면적, 강수
예보지역의 지점과는 관계가 없으며, 강수확률이 30%라면 예보지역의 어느 지점이나 비가
올 확률이 30%라는 얘기입니다. 강수확률은 같은 기상조건이 계속되었을 때 그 중에서 몇
번이나 비가 올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강수확률이 50%라고 했을 때 비가 올 확
률이 반, 반이다는 식의 해석과는 다소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 년 365일 주 강수예보
기준에 부합되는 0.1mm이상의 강수가 측정되는 날이 평균 110일 정도로 1년의 약30%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 강수확률이 40%라면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집을 나서야 할까요? 같은 기상상태 10번 중에서 4번은 비가 온다는 얘기인데, 강수
확률이 40%이상이면 비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관련
일을 하고 기사를 쓰면서 다년간 경험하고 유심히 관찰해 본 필자의 예보지수(?)에 의하면
보통 강수 확률이 30%이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40%라면 비가 거
의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강수확률이 30%알 경우는 앞, 뒤 날의 날씨 및 계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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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비가 오고 안 오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마철이라면
건조한 겨울보다는 강수확률은 더 높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수확률은 말 그대로 ‘확
률’이고 게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가끔씩은 예상과 다를 수
있지만 강수확률에 대해 이 정도만 참고하신다면, 집에 많이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우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서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일을 자주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
도 강수확률 보시고 계획하는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출처 http://blog.daum.net/kma_skylove/766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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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평가지 겸용)

강수확률이 뭐예요?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확률이란?
2. 강수확률이란 무엇인가요?

3. 여러 지역의 강수확률
◆ 인터넷을 활용하여 강수확률을 조사해봅시다. (기상청, 각종 포털사이트)
지역

강수확률
아침 9시

오후12시

오후6시

밤12시

◆ 다음의 강수확률의 의미를 경우의 수를 넣어서 설명해봅시다.
강수확률 40%

강수확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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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가지 기체

이산화탄소 다이어트

6학년 2학기

주 제 명

이산화탄소 다이어트

적용 학년/시기 6학년 2학기 / 10월
적용 모형
차시

단계

주제중심학습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진공장치 속 과자 봉지의 변화 관찰하기
이산화탄소의 학 습 이산화탄소 발생장치를 꾸며서 이산화탄소 발생
1~2 주제확인
성질
활 동 시켜 이산화탄소 성질 알아보기
알아보기
이산화탄소와 우리생활과의 관계 통해 문제상황
마무리
이해하기
도 입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개념 이해하기
지구온난화 학 습
3
페트병 온실효과 실험하기
활 동
현상
마무리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도 입 푸드 마일리지의 개념 알고 적용하기
푸드
학 습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야 하는 이유와 방법 이야
4
활 동 기하기
마일리지
마무리 로컬푸드운동의 개념 이해하고 실천계획 수립하기
도 입 로컬푸드, 슬로우푸드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로컬푸드운동 학 습
로컬푸드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스터 그리기
5~6 탐색 및
활 동
알리기
탐구활동
마무리 작품 감상하며 상호평가하기
영화‘ 슈퍼 사이즈 미’- 패스트푸드 문화의 이면과
도 입
육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기
두부요리
학
습
7~8
두부를 이용한 요리 개발서 만들고 요리하기
페스티벌
활 동
마무리 시식을 한 후 상호평가하기

관련 교과

과학

과학

실과

미술

실과

도 입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 알기

9

부피 줄이기

학 습 우리 학급의 우유팩을 그냥 버렸을 때와 최소한
활 동 으로 줄인 부피의 차이 구해보기
마무리 쓰레기 부피 줄이기 효과 알아보기
도 입

10

탐구결과
처리

캠페인송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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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선전용 캠페인송을 듣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
알아보기

학 습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송 만들기
활 동
마무리

수학

캠페인송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 찾아서
이야기하기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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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최근 100년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
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6-2학기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서 이산화탄소를 실험
을 통하여 발생시켜보고,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방법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미래시대를 살아갈 지금의 초등학생들
의 실제생활과 직결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산화탄소 다이어트 활동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음은 물론 과학과 식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음
식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의 작은 선택이 모여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음을 알
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우리가 먹는 음식의 푸드 마일리지를 계산할 수 있다.
- 소고기 대신 야채와 두부 요리를 만들어 로컬푸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이산화탄소의 발생 원인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 T : 이산화탄소 발생장치를 꾸며서 이산화탄소 발생시키고 그 성질을 알아본다.
○ E : 페트병 온실효과 장치를 만들 수 있다.
○ A : 친구들과 협동하여 두부요리를 만들면서 식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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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평소에 먹는 과자나 식품의 수입경로를 분석하여 각각의 푸드 마일리지를 계산
하고 비교하여 보는 과정을 통해 수학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킨다.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문제상황 :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100년 뒤면 기후변화에 의해
애국가의 가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는 곳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징인 소나무가 기후 변화에 의해 전 국토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한국정책평가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기온이 2℃ 상승하는 2100년에는 대부분의
남부지방에서 소나무의 생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1년 현재 소나무 생육적합
지역의 83%가 부적합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
어나지 않도록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식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줄일 수 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 창의적 설계
- 실험 외에 이산화탄소의 발생 원인과 지속적인 증가이유를 조사할 방법을 찾아 조
사해봅시다.
- 내 탄소발자국의 크기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 지구 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컬푸드(Local Food)를 활용한 식생활 개선과
함께 소고기 대신 다른 음식재료의 활용법을 찾아봅시다.

○ 감성적 체험
체험을 통해 식생활 속에서의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에 대
하여 생각해봅시다.

5. 제작의도
실험을 통해 배운 이산화탄소의 발생방법과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관하여 정리한다.
실험 외의 이산화탄소의 발생 원인과 지속적인 증가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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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의 증가로 인해 생기는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주제중심학습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
제중심학습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창의적 설계와 문제해결력
을 신장시키도록 학습과정을 전개하였다. 지구 온난화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하여 이
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과학

과학

실과

단원

시수

2. 여러 가지
2
기체(6-7/10)

2. 여러 가지
1
기체(10/10)

정보를
활용한 생활

1

소주제

학습 내용

삼 진공장치 속 과자 봉지의 변화 관찰하기
삼 이산화탄소 발생장치를 꾸며서 이산화
탄소 발생시켜 이산화탄소의 성질 알아보기
삼 드라이아이스로 이산화탄소 성질 알아
보기
이산화탄소의
삼 이산화탄소와 우리생활과의 관계를 중심
성질
으로 문제상황 제시
알아보기
Co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100년 뒤면 기후변화에 의해 애국가
의 가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식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기후
변화를 줄일 수 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지구온난화
현상

푸드
마일리지

준비물

진공장치, 과
자봉지, 이산
화탄소 발생
장치, 연소숟
가락, 초나
향 또는 깜
부기불

삼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개념 이해하기
삼 페트병 온실효과 실험하기
삼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
향 알아보기

대기 중 이산
화탄소량과
지구 평균 기
온에 관한 그
CD 실험 외에 이산화탄소의 발생 원인과 래프 자료,
지속적인 증가이유를 조사할 방법을 찾아 페트병 2개,
조사하기
흙, 온도계 2
ET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 개,
백열등,
초시계
려는 태도를 갖는다.
삼삶 푸드 마일리지의 개념 알고 적용하기
(식재료중량*이동거리=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이산화탄소계수(이동수단)=
과자봉지나
온실가스량
음식물 봉지
삼 각 국가에서 재료를 수입해오는 과정
과 그 과정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기
삼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야 하는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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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이야기하기
삼 로컬푸드 운동의 개념 이해하고 실천
계획 수립하기
나의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효
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CD

미술

실과

포스터
그리기

나의 영양과
식사

2

2

삼삶 로컬푸드, 슬로우푸드에 대하여 생각
로컬푸드
해보기
포스터 그리
운동 알리기  로컬푸드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스터
기용구
그리기

두부요리
페스티벌

삼 영화‘ 슈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를
통해 패스트푸드 문화의 이면과 육식이 신
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기
삼 두부의 영양성분과 푸드 마일리지에 대
하여 알아보기
삼 두부를 이용한 요리 개발서 만들기
삼 두부를 이용한 요리 만들기

소를 사육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와 관련된
자료
CD 지구 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
두부를 이용
컬푸드(Local Food)를 활용한 식생활 개선
한 요리 만
과 함께 소고기 대신 다른 음식재료의 활
들 재료
용법을 찾기
과학개념과 식생활의 연결을 통한 체험
적 개념이해 식생활 문화에 대한 생각하기
ET

3.
직육면체의
수학
겉넓이와
부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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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을
바꾸어
표현하기

1

1

삶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 알기
삼 쓰레기 부피 줄이기 효과 알아보기
부피 줄이기
우유팩, 자
삶 우리 학급의 우유팩을 그냥 버렸을 때와
최소한으로 줄인 부피의 차이 구해보기

캠페인 송
만들기

 TV 선전용 캠페인송을 듣고 전하고자 하
는 내용 알아보기
삼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송 만들기 캠페인송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예시
삼 친구들의 캠페인 송을 듣고 그 속에서 이
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 찾아서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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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이유
를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2

우리가 먹는 음식의 푸드 마일리지의 계산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3

소고기 대신 야채와 두부요리를 만들어 로컬푸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가?

자기평가 / 동료평가

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4차시]
○ 학습 주제
최근 로컬푸드 운동으로 푸드 마일리지의 의미를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의 소중함과 우리도 자연
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도록 하였다.

○ 준비물
다양한 과자봉지

○ 도입
① 문제상황 제시하기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100년 뒤면 기후변화에 의해 애국가의
가사도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식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줄일 수 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와 연관을 지
어 생각해봅시다.
② ‘푸드 마일리지’ 용어 도입.
- 푸드 마일리지 :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
③ 오늘의 활동 소개하기
푸드 마일리지의 의미를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175

STEAM 교육 따라잡기 (초등 6학년)

○ 활동1 : 푸드 마일리지 알아보기
적을수록 좋은 마일리지가 있답니다. 바로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메주콩 500g을
살 때 미국산 대신 충북괴산지역의 콩을 사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적어지고 푸드
마일리지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형광등 1개의 54시간의 절전효과라고 합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의 푸드 마일리지가 쌓일까요?
① 푸드 마일리지 구하는 방법 알기
푸드 마일리지 = 거리 (km) × 중량 (t)
②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낮으면?
- 푸드 마일리지가 높아질 경우를 생각해 본다.
- 푸드 마일리지가 높아진다면 어떤 영향을 줄이지 생각해 본다.
③ 푸드 마일리지 예시보기
<키위 2kg>
뉴질랜드 골드키위

제주산 참다래

거리

13,89km

267km

푸드 마일리지

69.46tkm

0.08tkm

④ 푸드 마일리지 계산하기
- 준비한 과자 봉지의 뒷면을 보고 원산지를 확인한다.
- 예) 농심 바나나킥
재료

원산지

콘밀

프랑스

바나나분말

에콰도르

거리

○ 활동2 : 로컬푸드 운동 살펴보기
① 각 국가에서 재료를 수입해 올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과정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다.
- 세계의 여러 지역과 대한민국 서울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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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③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본다.

○ 개념 이해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
를 나타내는 것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지구가 병들게 된다.

○ 마무리
나의 식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환경과 관련하여 식생활개선을 이야기하면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보다 먼저 식탁위의 음식을 선택하는 첫 과정부터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의적 설계 방향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계되도록 학생들
과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과다한 육류의 소비나 과자의 소비가 우리환경에 얼마나 치
명적인 영향을 끼치는가를 깨달음으로써 식생활개선을 통한 건강관리 및 환경보
존의식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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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참고 자료
1. 푸드 마일리지 관련 자료
가. 푸드 마일리지와 로컬푸드 운동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란 식품 수송에 의한 환경 부하량 파악에 유용한 지표로, 생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식품 수송량(t)에 이동거리(km)를 곱한 값이다. 즉, 수송량이 많을수
록, 이동거리가 길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많아지게 된다. 영국환경운동가 팀 랭이 1994년에
‘푸드 마일’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고, 이는 농산물의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제 착
안한 개념으로서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식품의 안정성이
높으면서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감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운송수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곱하면 식품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로컬 푸드(local food)’로 가까운 지역
의 먹을거리를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국내에서는 한살림의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두레 생
협의 ‘개별 나눔’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로컬 푸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 건강을 챙긴다.
◆ 먹을거리에 담긴 의미에 주목한다.
출처 : 초등학교 환경교육 지도자료

나. 우리나라의 푸드 마일리지 현황
최근에 국내에서도 웰빙 바람이 불어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는 공공
캠페인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국민 1인
당 푸드 마일리지는 높은 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
면 200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프랑스(869
t･km)의 5.9배 수준인 5121(t･km)이다. 그만큼 한국인이 해
외에서 들어온 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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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이 수입한 식품 양은 국민 1인당 456kg, 프랑스
386kg이나 일본 387kg, 영국 434kg보다 많았다. 자연히 수
송 과정에서 발생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4kgCO2로
프랑스 91kgCO2 영국 108kgCO2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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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푸드 마일리지
○○초등학교

6학년

반

번 이름 :

1. 활동하며 생각해요
� 오른쪽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 푸드 마일리지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과자 봉지 뒷면의 원산지 표시 부분을 붙이고 재료의 원산지를 써 봅시다.
(
(
(

<재료의 원산지>
) - (
) - (
) - (

�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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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와 도구

생활 속 과학 찾기

6학년 2학기

주 제 명

생활 속 과학 찾기

적용 학년/시기 6학년 2학기 / 11월
적용 모형
차시

1

2~3

단계

주제중심학습
소주제

도입
손끝의 곡예사는 어떻게 서 있을까?
곡예사인형에
① 손끝의 곡예사 제작 및 과학원리 탐색하기
주제확인
숨겨진 과학 탐색 및
(무게중심과 중력 이야기)
탐구활동
② 주제제시 및 전체 학습 안내

누름 못뽑이
속에 숨겨진
과학

탐색
엘리베이터
4~5
및
속에 숨겨진
탐구활동
과학

6

7~9

주요 내용

나사못 속에
숨겨진 과학

나만의
탐구 결과
도둑퇴치작전
처리
설계하기

도 입

모둠대항 압정 뽑기 시합하기

학 습
활 동

① 생활 속 도구들 속에 감춰진 지레의 원리 찾기
② 지레의 원리가 적용된 윗접시 저울을 이용
하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 풀기

마무리

지레의 원리 정리하기

도 입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하기

학 습
활 동

①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원리 알아보기
② 생활 속에서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의 이
로운 점 알아보기
③ 미니 기중기 제작하기

마무리

정약용의 거중기로 조상들의 지혜로움 깨닫기

도 입

피라미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상하기

학 습
활 동

① 경사면의 기울기와 용수철길이 관계 실험하기
② 나사못 속에서 경사면의 이로운 점 및 생활
속에서 경사면의 이용 찾아보기

마무리

경사면을 이용하여 피라미드 만드는 법 생각하기

도 입

영화‘나 홀로 집에’ 도둑 퇴치부분 보기

학 습
활 동

①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도구를 이용
하여 도둑 퇴치 작전 설계도 그리기
② 시연가능부분 제작하기
③ 작품발표회 갖기

마무리

우리 생활 곳곳에 숨겨진 과학은 무엇일까 생
각하기

관련 교과

과학

과학
수학

과학
미술

과학

과학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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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지구상의 생명체 중 도구를 제작하여 삶을 개선하는 생물은 인간이 유일할 것이다.
혹 그런 생명체가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 인간을 능가할 생명체는 없
을 것이다. 본 주제는 도구의 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인 지레, 도르래, 경사
면에 대하여 생활 속에서 알아보고 우리 생활 곳곳에 숨겨진 과학 원리들에 대한 관심
과 호기심을 갖는 태도를 키우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지레, 도르래, 경사면을 이용할 때의 편리한 점을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 과정 목표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다.
- 지레, 도르래, 경사면을 이용할 때의 편리한 점을 알고 인간의 지혜로움을 느낀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지레, 도르래, 경사면의 원리를 이해한다.
○ T / E : 지레, 도르래, 경사면의 원리를 이용하여 도둑퇴치 장치를 설계한다.
○ A : 영화 속의 도둑퇴치 장치를 나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즐겨본다.
○ M :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윗접시저울로 등식을 이용한 방정식을 학습한다.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과학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에도
원리가 숨어있고 사람들의 지혜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생활 속
의 여러 가지 물건들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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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위대하며 가장 기본 원리로 여겨지는 지레, 도르래, 경사면의 원리를 생활에서
발견하며 함께 감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는 여러분의 재치를 발휘
하여 여러 가지 생활도구들을 활용하여 도둑퇴치 작전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구석구
석 설치된 집을 설계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위대한 발견을 위해 생활 속으로 떠
나볼까요?

○ 창의적 설계
- 지레의 원리가 숨겨진 생활도구로 도둑퇴치장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
- 도르래의 원리가 숨겨진 생활도구로 도둑퇴치장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
- 경사면의 원리가 숨겨진 생활도구로 도둑퇴치장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
- 그 외의 다양한 생활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감성적 체험
- 생활 속 도구들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발견하며 인간의 지혜로움을 깨닫는다.
- 도둑퇴치 장치설계를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5. 제작 의도
교과서에서 크게 에너지와 도구,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본 주제는 도구에서 제시
된 3가지 과학 원리를 중심으로 생활 속 숨겨진 과학원리찾기로 방향을 잡았다. 따라서,
1차시에서는 무게중심의 원리를 이용한 손끝 곡예사 장난감을 만들고 숨겨진 과학 원리
를 소개하면서 생활 속 숨겨진 과학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생 발
달수준을 감안할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이해 및 적용하여 색다른 도구를 발명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따르므로 생활 속 원리 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에서 꼬마아이가 보여준 재치로 도둑을 퇴치했던 장면을 소재로 아이들이 나름대
로 재미있게 도둑퇴치 장치를 설계하는 작업을 해본다면 부담 없이 창의적으로 학습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더불어, 생활 속에 숨겨진 다양한 과학 속에 관심
이 생기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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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과학

2. 에너지와
도구
(1/9)

1

과학

2. 에너지와
도구
(5/9)

1

수학

6.방정식
(4/8)

1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막대 끝에 서는 곡예사 제작하고 원리
예상하기
삼 막대 끝에 서는 곡예사속에 숨겨진 과학원
리 알아보기(무게 중심)
삼 전체 학습 주제 제시하기
색종이, 자, 연
Co
곡예사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과학으로 가득 필, 클립, 가위,
인형 속에 찬 세계입니다.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에도 풀
숨겨진
원리가 숨어있고 사람들의 지혜로움이 숨겨
과학
져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위대하며 ※ 곡 예 사 인 형
가장 기본 원리로 여겨지는 지레, 도르래, 경 만드는 법은
사면의 원리를 생활에서 발견하며 함께 감탄 교사용 참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는 여러 자료에 제시
분의 재치를 발휘하여 도둑퇴치 작전을 위한
생활도구로 특별장치를 만들어 구석구석 설
치된 집을 설계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위
대한 발견을 위해 생활 속으로 떠나볼까요?

누름
못뽑이
속에
숨겨진
과학

삼 도전! 압정 뽑기 (나무젓가락에 10개의 압
정을 꽂고 누가 가장 빨리 뽑는지 시합하기)
삼 누름 못뽑이를 이용하여 압정 뽑기 재
시합하기
삼 누름 못뽑이에 숨겨진 과학원리 찾기
삼 지레의 원리 알아보기(힘점, 받침점, 작용점)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생활 도구 알아보기
삶 윗접시 저울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 풀기

압정(10개),나
무젓가락, 누
름 못뽑이,윗
접시저울, 분
동

누름 못뽑이를 통한 체험적 개념이해(지레)
윗접시저울을 이용한 체험적 개념이해(방정식)
ET

2. 에너지와
과학
도구
(6/9)

1

주제 표현
미술 다른 교과의
주제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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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
터 속에
숨겨진
과학

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원리 생각해보기
삼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의 이로운 점
알아보기(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측정실험)
 일상생활에서 도르래를 이용한 도구 찾
아보기
삼 도르래에서 힘점, 받침점, 작용점 찾아보기
 미니 기중기 제작하기(지도서 참조)
삼 정약용의 거중기로 도르래 원리 정리하기

용수철,스텐드,
조임틀,추,실,
고정도르레,움
직도르레실,종
이상자,가위,자
※엘리베이터
원리는 교사용
참고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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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활용하여
나타내기

2. 에너지와
과학
도구
(7/9)

2. 에너지와
과학
도구
(8/9)

표현 과정
주제와
관련된
미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나타내기

정약용의 거중기를 통한 우리 조상의
제시
슬기로움을 엿봄
ET

1

나사못
속에
숨겨진
과학

1
나만의
도둑퇴치
작전
설계하기
2

삼 피라미드를 만들 때 무거운 돌을 끝까지
어떻게 쌓아올렸을까? 예상해보기
삼 경사면의 기울기를 달리하여 수레의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와 기울기와의 관계 알
아보기
삼 경사면의 이로운 점과 일상생활에서 그
예 찾아보기(나사못, 경사로)
삼 경사면을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무거
운 돌 끌어올리는 방법 설계해보기

긴 널빤지, 짧
은 널빤지,실험
용수레,용수철,
자,상자,나사못

 영화 ‘나 홀로 집에’ 1탄 중 주인공이 도둑
퇴치를 위해 집에 장치를 설계하고 도둑에
맞서는 장면 감상하며 문제상황 인식하기
삼삶 지레, 도르레, 경사면의 원리 및 여
러 가지 과학원리가 숨겨진 생활도구들을 이
용하여 나만의 도둑퇴치장치 설계도 그리기
삼삶 재현 가능한 일부분 시연하기
 작품발표회갖기

도화지, 마분
지, 가위, 테이
프, 풀, 실, 도
르래, 철제옷
걸이, 고무찰
흙,상자, 우드
CD 영화 속 주인공이 되되 제시된 집의 형
락, 칼, 나무젓
태에 맞게 도둑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장치
가락, 색연필,
를 집안 곳곳에 창의적으로 설계하기
싸인펜
ET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여러 가지 장치
를 설계하는 재현하는 과정을 통한 생활 속
과학을 통한 체험적 개념 이해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지레, 도르래, 경사면의 원리를 주변에서 찾아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 관찰평가

2

여러 가지 생활도구들을 이용하여 도둑퇴치작전을 위한 장치를
집안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3

일상생활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탐구 및 적용 과정을 통해 과학의
힘과 흥미로움을 느끼는가?

자기평가 /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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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7~9차시] 도둑 퇴치 장치 설계도 그리기
○ 학습 주제
그 동안 학습했던 과학개념(지레, 도르래, 경사면)을 토대로 창의적인 발상으로 영
화 ‘나 홀로 집에’의 주인공이 되어 도둑퇴치 작전을 위한 장치를 집안 곳곳에 설계
하여 보고자 한다. 제시된 집의 구조를 보고 도둑의 예상침입경로를 예상하여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과 학습한 과학 원리 및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총 동원하여 재미
있는 집을 설계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기본 과제는 설계도 그리기이나 시연가능한
일부분은 아이들이 제작하여 시연하여도 재밌으리라 여겨진다.

○ 준비물
도화지, 자, 색연필, 싸인펜, 일부 시연을 위한 준비물(마분지, 가위, 셀로판 테이
프, 풀, 실, 도르래, 철제 옷걸이, 고무찰흙, 상자, 우드락, 색연필, 싸인펜)

○ 도입
① 영화 ‘나 홀로 집에’ 중 도둑 침입 주요 장면 감상하기(15분~20분 정도)
② 학습 문제 제시하기
여러분은 주인공 꼬마가 되어 지금부터 여러 가지 가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여
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배치하고 여러분이 학습할 과학원리 및 알고 있는 여러 가
지 과학 원리들을 이용하여 도둑을 퇴치할 수 있는 장치들을 집안 곳곳에 설치하
여 봅시다.

○ 활동1 :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적용하여 도둑퇴치 장치 설계도 그리기
① 세계 여러 나라의 가옥 사진 제시
- 마당이 있는 전통 한옥, 서양식 2층 집, 아파트, 성당.
② 개인, 짝, 모둠 등 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그룹을 구성하여 아이디어를 구
상한다. 학습한 세 가지 원리 이외에도 다양한 과학지식을 총동원하여 도둑퇴치작
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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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투석기를 이용하여 케첩 발사하기
도르래를 이용하여 거꾸로 매달리는 장치 설계하기
경사면을 이용하여 굴러서 통에 들어가게 장치 구상하기
③ 구상한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집을 그려 설계도를 그린다.
④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번호를 붙이고 해당 번호의 설명을 기록한다.
⑤ 제작하여 시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모형으로 제작하여 보여준다.

○ 활동2 : 도둑퇴치작전 설계도 발표회하기
완성된 친구들의 설계도를 발표하고 재치가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찾아본다.

○ 개념 이해
지레, 도르래, 경사면의 원리 및 다양한 과학 원리를 적용한다.

○ 마무리
생활 속 도구 중 어떤 원리가 숨어있는지 궁금한 도구들을 나누어 보며 마무리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① 상황제시 방향
영화를 실제로 보고 난 후 문제제시를 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문제를 더욱 공감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창의적 설계 방향
지레, 도르래, 경사면의 원리 중 한 가지 정도는 필수로 적용하되 알고 있는 다
양한 과학 원리 및 생활도구들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장치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감성적 체험의 방향
장치 설계에 적용한 아이디어 중 지레, 도르래, 경사면의 원리에 대해서는 오류
부분이 있다면 수정지도하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설
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급적 2인 혹은 모둠 작업을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들이 더욱 확장, 발전되거나 서로의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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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Tip
① 일부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제작하여 시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과학원리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도구들을 색다른 용도로 이용함으로써 아이
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 교사용 참고 자료 :
영화 ‘나 홀로 집에’ Home Alone, 1990
개요 : 모험, 범죄, 가족, 코미디|미국|105분|개봉 1991.07.06
감독 : 크리스 콜럼버스
배우 : 맥컬리 컬킨(케빈 맥콜리스터), 조 페시(좀도둑 해리 림),

다니엘 스턴(좀도둑 마브 머챈츠), 존 허드(아빠 피터
맥콜리스터) ...
등급 : [국내] 전체 관람가

줄거리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카고. 말썽꾸러기라 집안 가족들로부터 욕을 듣고 따돌림 당하는
케빈은 늘 자신은 혼자 살 것이라면서 가족들이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기
의 치즈 피자를 먹은 형과 싸워 소동을 일으키자 엄마는 케빈을 3층 다락방으로 올려보낸
다. 케빈의 가족들과 케빈의 집에 온 손님들은 다음 날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해 프랑
스의 친척 집으로 떠날 계획이었다.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전화선과 전기선이 끊긴
다. 케빈의 가족들은 늦잠을 자게 되어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허둥대다가 그만 3층
다락방에서 잠이 든 케빈을 두고 떠난다.
잠에서 깬 케빈은 혼자 남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기뻐한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케빈의 어머니는 무엇인가 빠뜨린 기분에 고민하다가 케빈을 두고 왔
음에 놀란다. 하지만 전화선이 불통이라, 어쩔 수 없다가 프랑스에 도착한 식구들은 목적지
로 가고 엄마는 케빈이 걱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연말연휴라 좌석이 없었다. 혼자 집에 남은 케빈은 형과 누나 방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트리도 만들면서 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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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빈집털이 2인조 도둑이 케빈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이를 눈치챈 케빈은 두려
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점차 보기싫던 가족들이 그리워진다. 성탄절날 길에서 만난 산타 복
장한 사람에게 그가 산타의 조수라며 산타를 만나면 자신에게는 선물보다 가족을 보내달라
고 부탁한다. 집으로 오던 길에 교회 안에서 앞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를 만난다. 형이 말
한 무시무시한 살인자인 줄만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아들과 떨어져 외롭게 사는 불쌍한 노인
임을 알고 케빈은 그에게 아들과 화해할 것을 충고도 해준다.
[스포일러] 이때 집을 노리는 도둑이 생각난 케빈은 집으로 달려와 만반의 계략을 짠다.
계단에 물을 뿌리고, 딱총과 전기 다리미, 그리고 폭력 비디오의 총소리며, 전기 다리미, 페
인트통, 빨래줄, 공기총, 형의 거미까지 동원하여 침입한 도둑에게 골탕을 먹인다. 그러나
결국엔 케빈도 도둑에게 잡히고 말지만 이때 앞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타나 도둑들을 쓰
러뜨린다. 그리던 엄마와 가족들도 돌아오고 케빈은 창문 밖으로 앞집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녀딸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한다.

곡예사 인형 만들기(1차시 학습자료)
[준비물 : 색종이, 자, 연필, 가위, 클립2개, 풀]

① 색종이를
그림과 같이
접으세요

② 2cm간격으로 선
을 그어 자른 다음
펼쳐서 긴 것 위에
차례차례 꼭지점을
맞추어 포개듯이 붙
이세요.

③ 그림과 같
이 모서리를
접은 뒤 눈코
입을 그려 넣
으세요.

④양쪽 끝에 클립
을 꽂고 손가락 위
에 올려 놓으면 균
형을 잘 잡고 서는
곡예사 인형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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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물체 무게의 한 가운데를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데, 물체의 무게 중심은 항상 낮은 곳에
있으려고 해요. 종이 인형의 무게 중심은 손가락에 받친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히지요. 종이 인형의 양쪽 끝을 무겁게 하여 균형을 잡아 보세요.(클립을 끼웁니다.) 그
러면 더 잘 설 거에요.
출처 : 신나는 과학 공작 101가지[지경사]

엘리베이터의 원리(4차시 학습자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리처드 바크(Richard Bach)의 [갈매기의 꿈]에 나
오는 글이다. 새만 높이 올라가고 싶을까? 사람도 높이 올라가고 싶고, 높은 건물을 짓고
싶고, 그 곳에서 생활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높은 곳은 설화의 대상이었고 신앙의
대상이었으리라. 높은 곳에 대한 작은 꿈과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아닐까?

엘리베이터의 역사
엘리베이터는 승강기라고도 하며, 영국에서
는 리프트(lift)라고도 한다. 엘리베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도르래는 무거운 물체를 손
쉽게 끌어올리고자 했던 사람들의 단순한 생
각에서 출발했다. BC 200년경 그리스의 아르
키메데스(Archimedes)가 개발한 도르래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사용했던 두레박
으로 이 도르래는 결국 사람까지 들어 올리는
엘리베이터의 도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나폴레옹은 자신
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계단대신 의자와 도르래를 이용해 여왕을 층과 층사이로 수직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루이 15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나는 의자'라고 불리는 엘
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 문헌을 통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에 엘리베이
터는 안전한 것이 아니어서 줄이 끊어져 추락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한다.
현재의 엘리베이터 기본 구조와 가장 흡사한 엘리베이터가 실용화된 것은 오티스(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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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is)의 발명이 있은 19세기의 일이다. 1853년 오티스는 밧줄이 장력 을 못이길 때 두 개의
철로 만든 톱니가 제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낙하방지장치를 발명하여 세계 최초로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개발하였다. 지금도 오티스 이름의 엘리베이터는 전 세계에 애용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엘리베이터의 역사는 수력이나 수압을 이용하던 형태에서 단계적으로
증기 기관을 거쳐 전동기에 의한 구동 방식으로 일반화되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전동기
에 의한 동력 발생 엘리베이터는 1880년 독일의 지멘스 회사가 제작하였다. 안전한 엘리베
이터의 개발로 인하여 19세기 말경에는 건축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
기게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손으로 누르는 푸시버튼에 의한 엘리베이터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현대식 승강기가 설치된 시기는 언제일까? 한국에 승강기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00년 전후로 추정되며 1910년 조선은행(지금의 화폐금융박물관)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1914년 철도호텔(지금의 웨스턴 조선호텔)에 맨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2010년은 우리나라에 엘리베이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지 100년이 되
는 해이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흔히 우리는 승객이 타는 밀폐된 공간인 카(car)를 엘리베이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보이지 않는 곳에 오르내리는 길과 10여 개의 안전장치가 있는 정밀한 기계이다. 이 기
계는 기본적으로 도르래, 줄, 카, 평형추, 그리고 3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엘리
베이터는 용도에 따라서 승용, 화물용, 자동차용, 덤웨이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승강기 속
도에 따라 저속(15∼45m/min), 중속(60 ∼105m/min)), 고속(200∼300m/min)으로 구분하며,
구동 방식에 따라 로프식(rope system), 유압식 (oil hydraulic system)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프식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길의 가장 위에는 고정도르래가 있으며 이 고정도르래에 두꺼운
쇠줄(로프)이 연결되어 있다. 쇠줄의 한쪽 끝에는 사람이나 화물이 탈 수 있는 카(car)가 연
결되어 있으며, 전동기가 쇠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카를 움직인다. 쇠줄의 다른 쪽 끝
에는 카(car)의 무게와 거의 같거나 1.5배 정도의 무게인 평형추가 연결되어 있다. 평형추는
카(car)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전동기의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평형추의 무게
는 대체로 최대 정원의 40∼50% 정도, 쇠줄의 장력은 최대 정원 무게의 약 2배 이상으로
설계된다고 한다. 제어반은 하나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승강기의 속도, 운행 및 기타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제어하는 마이컴 이다. 그러면 내가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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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타는 곳 앞에서 버튼을 누
르면 제어반에서 전동기에 버튼을 누
르는 층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고, 전
동기는 명령에 따라 회전하여 카를 움
직여 버튼을 누르는 층에 도착하면
멈추고 문을 연다. 카(car)에 들어가
서 원하는 층을 누르면 같은 방법으로
카(car)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하여 자
동으로 문을 열고 닫는다.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엘리베이터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까? 엘리베이터 쇠줄이 끊어질 확
률은 희박하지만 만약에 끊어질 경우
자유낙하하지는 않는다. 속도가 정규
속도보다 빨라지면 조속기에서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계속 속
도가 빨라지면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킨다. 가이드레일 일정 간격마다 위치한 비상정지
장치에서는 가이드레일을 잡아 카를 정지시킨다. 그래도 카가 낙하한다면 바닥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카 완충기가 있어 안전하다. 또한, 문과 문 사이에 사람이나 물건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인 문 닫힘 안전장치가 있다. 엘리베이터에 늦게 타거나 늦게 내릴 때
출입문에 낀 경우가 있는 데, 그럴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은 이 장치가 안전하
게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도 10여개 이상의 안전장치가 있다. 이 이외 몇 가지 장
치와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권상기 : 권상기는 전동기축의 회전력을 시브(권상기의 출력축에 있는 도르래)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종류로는 기어드형(전동기축의 회전을 감속기어에 의해 감속하여 시브를 회전시
킴)과 기어리스형(전동기축에 시브를 직접 연결)이 있다.
카 가이드 레일 : 카, 균형추 등을 안내하는 궤도이다.
상승과속 방지장치 : 엘리베이터가 상승 방향으로 과속 운행될 경우 순간적으로 엘리베이
터 견인 로프를 조이도록 하여 미끄럼과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조 제동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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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기 로프 : 카의 과속운행에 의해 조속기가 동작할 때, 카의 비상정지장치를 동작시키는
쇠줄(로프)이다.
균형추 가이드 레일 : 엘리베이터 등의 카, 균형추 등을 안내하는 궤도이다.
균형추 가이드 롤러 : 엘리베이터의 카, 균형추를 레일을 따라 안내하기 위한 장치이다.
균형추 완충기 : 카나 균형추가 최하층을 통과하여 바닥보다 낮은 곳에 도달했을 때 카(car)
나 균형추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로써 카가 승강로의 최상층을 초과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비하여 균형추의 바로 아래에 설치한다.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재미있는 것들
줄이 없는 엘리베이터는 없을까? 줄이 없는 엘리베이터는 선형모터와 전자석을 이용하
면 가능하다. LCD공장에 화물 리프트로 수직형 자기부상방식 선형이송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엘리베이터의 원리는 로프대신 벽에 자석이 붙어 있는 레일이 설치된다. 여기에
전기의 양극과 음극을 연속해서 바꿔주면 자석의 극성이 바뀌면서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을 만든다. 이는 자기부상열차가 움직이는 원리와 비슷하다.
보통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사람이 타는 공간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더블 데크 엘리베이
터는 위아래로 두 칸에 사람이 탈 수 있다. 마치 2층 버스처럼 위아래 층이 함께 붙어서
이동해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며 승객의 대기 시간도 절약하여 효율
적이다. 더블 데크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것으로 트윈 엘리베이터가 있다. 차이점은 더블데
크는 상부 카와 하부 카가 동시에 움직이므로 로프식과 비슷하지만 트윈은 상부 카와 하부
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므로 모든 부품이 2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는 대만 타이베이 금융센터 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한다. 이 건물엔 세계 최고속도의 엘리베이터가 있다. 속도가 무려 분당 1,010m로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60km/h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아산 테스트타워에 분당
600m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분속 1080m인 엘
리베이터가 선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무한정 올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동거리가 짧고 승객의 안전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193

STEAM 교육 따라잡기 (초등 6학년)

엘리베이터 타고 우주여행 간다
미국 항공 우주국(NASA)과 미국의 기업들은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목표는 적도상의 한 곳과 고도 3만5700㎞의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그
사이를 엘리베이터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은 지구와 같
은 주기로 돌기 때문에 케이블이 항상 직선을 유지할 수 있다. 강철의 5분의 1 질량으로
강철보다 100배 강한 탄소나노튜브가 케이블의 소재로 생각하고 있다. 차량으론 시속 수천
㎞를 낼 수 있는 자기부상열차가 유력하다. 우주엘리베이터는 화물운송비가 우주왕복선의
수십~수백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 계획이 향후 20∼50
년 내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로프가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다. 일본에서는 2025년쯤 500층 초고층 빌
딩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는 승강로 벽면에 레일처럼 달린 선
형모터(linear motor)의 힘을 받아 로프가 없이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미래의 엘리베이터는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편안하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되어 인
간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네이버캐스트[엘리베이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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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나 홀로 집에‘도둑퇴치 장치’설계하기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해결방법을 생각해요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여 봅시다.

[설계도]
※ 집의 내부 구조를 그리고 장치가 설계된 곳에 번호를 붙인 후 설명을 쓰세요.

①
②
장치

③

설명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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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동료평가)

나 홀로 집에‘도둑퇴치 장치’설계하기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생각을 공유해요
◆ 친구들이 제작한 설계도를 보고 잘된 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친구이름

잘된 점

개선점

나

설계도 완성도
5 4 3 2 1

친구1

5 4 3 2 1

친구2

5 4 3 2 1

2. 가장 기억에 남는 설계도 정리하기
◆ 친구들의 설계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설계도를 적어봅시다.

친구 이름

빛나는 아이디어

3. 활동 정리하기
◆ 오늘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 주변에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한 도구들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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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소와 소화

불조심 캠페인

6학년 2학기

주 제 명

불조심 캠페인

적용 학년/시기 6학년 2학기 / 12월
적용 모형
차시

1

2

3~4

5

6

단계

문제중심학습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문제상황 불조심 캠페인 학 습
제시
(문제만나기) 활 동
마무리
도 입
물질이 탈 때 학 습
일어나는 현상 활 동
마무리
도 입
학 습
연소와 발화점
활 동
마무리
도 입
학 습
소화의 조건
문제
활 동
해결을
마무리
위한 활동
도 입
소화기 알고 학 습
다루기
활 동
마무리
도 입

7~8

9

캠페인
계획하고
제작하기

학 습
활 동

영상을 통한 문제 상항 제시
문제 해결표 만들기

과학

문제 해결표를 통한 학습 계획
초가 탈 때 볼 수 있는 현상 예상하기
초가 탈 때 볼 수 있는 현상 관찰하기

과학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정리하기
각종 물질이 꺼지거나 불이 붙는 원인 예상해보기
각각의 실험을 통하여 현상 관찰하기

과학

실험에서 얻어진 개념 정리하기
타고 있는 초를 끌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초를 다양한 방법으로 꺼보기
소화의 조건 개념 정리하기
학교에서 화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화재 발생의 원인과 예방법 서로 이야기해보기
소화기의 구조 이해하고 사용법 알아보기
화재 발생 시 행동하는 요령 알아보기
우리 주변에서 불이 쉽게 날만한 곳을 토의하며
찾아보기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학습 내용 정리하기
전체 동영상 시나리오 만들기
배경음악 선정하기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영상 제작하기
알고자 했던 문제 다시 만나기

마무리
도 입
학 습
불조심 캠페인 결과 발표하기
캠페인 홍보물
활 동
문제 해결

발표하기

관련 교과

과학

과학

실과
음악

미술

실생활에서 불이 쉽게 날 수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을
마무리
갖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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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이 단원에서는 앞서 배운 여러 내용을 기초로 연소와 소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주요
학습내용은 연소의 정의, 연소의 조건과 연소 후 생성 물질, 소화의 조건, 소화기의 사용
방법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연소와
소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고 마지막 ‘불조심 캠페인’활동을 통하여 소화의 조건
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제작함으로 인하여 실제 생활에서
도 적용하며 생활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화재예방 대책을 세워본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연소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 물질이 연소할 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연소와 소화의 조건을 알고 연소와 소화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의 안전 대책과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 물질이 연소하는 데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 연소와 소화 현상을 이해하고, 화재 예방에 힘쓰려는 태도를 갖는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발화점, 연소의 정의, 연소의 조건, 소화의 개념 이해하기
○ T / E :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법 이해하기
○ A : 적절한 음악으로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 M : 연소시간 측정 및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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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화재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빨리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은 무
엇일까?

○ 창의적 설계
-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친구들과 자신의 관
점 비교하기
- 아크릴 통 구멍의 개수에 따른 연소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까?
-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구를 가열하여 서로 다른 발화점을 이해하기

○ 감성적 체험
- 다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은 까닭은 무엇일까?
- 집에서 볼 수 있는 방염처리 물건을 어떤 것이 있을까?
- 방염처리가 필요한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생활에서 불이 쉽게 날 수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이 되도록 한다.

5. 제작 의도
연소에 관계된 내용은 늘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화재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예방법을 우선으로 교육하되 반드시 실생활로부터 시작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마지막 마무리 활동으로 설정된 ‘불조심 캠페인 홍보물 제작하기‘의 경우 그동안 배운
발화점, 연소의 정의, 연소의 조건, 소화 등이 내용을 집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수업장면을 넘어 학생들의 실생활에서도 연소와 불조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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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단원

시수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삼∙ 문제 상황 제시

과학

4.연소와
소화

1

불조심캠
페인
(문제
만나기)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방재청에서 ‘불조심과
관련된 홍보물 공모’에 함께 참여하고자하는 상황.

문제상황
ppt,
∙ 화재의 원인 알아보기
영상자료,
 문제 해결표 만들기
∙ 알아야 할 것, 알고 있는 것, 알아내는 방법 생각 2절지,
매직
하기
화재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빨리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Co

4.연소와
과학 소화
(2/10)

과학

4.연소와
소화
(3/10)

4.연소와
과학 소화
(4/10)

4.연소와
과학 소화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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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물질이 탈 삼 초가 탈 때 일어나는 현상 관찰하기
삼 물질이 탈 때 일어나는 공통적이 현상 설명하기
때
일어나는 CD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자유롭게 이야
현상
기하고 정리하고 친구들과 자신의 관점 비교하기

연소란?

초, 점화기,
고무찰흙,
알코올램
프, 성냥

삼 초가 연소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아보기(집기병 실험)
삼 크기가 다른 아크릴 통을 이용한 연소 실험하기
삼삶 공기의 양에 따른 연소 시간 비교하기

초, 고무찰
흙, 점화기,
집기병, 구
멍 뚫린 아
CD 구멍의 개수에 따른 연소 실험해보기
크릴통, 셀
ET 다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은 까닭은 로판 테이
프, 향
무엇일까?

발화점

돋보기, 보안
삼 성냥골, 나무, 종이 가열하기 실험을 통한 발화
경, 알코올램
점 이해하기
프, 삼발이,
삼 다양한 물체를 실험하여 발화점 비교하기
성냥, 철판,
CD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구를 가열하여 서
면장갑, 핀
로 다른 발화점을 이해하기
셋, 종이

소화의
조건

삼 타고 있는 초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초, 고무찰
삼 다양한 조건을 가진 초를 태움으로 연소에 필요 흙, 점화기,
한 조건을 찾아보기 - 소화의 개념 이해하기
알루미늄박,
CD 알코올램프의 불을 다른 방법으로 끌 수 있는 가위, 분무
기, 물, 핀셋
방법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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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소와
과학 소화
(8/10)

1

소화기
알고
다루기

삼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삼 화재 발생의 원인과 예방법 서로 이야기해보기
 소화기의 구조 이해하고 사용법 알아보기
소화기
- 화재 발생 시 행동하는 요령 알아보기
집에서 볼 수 있는 방염처리 물건을 어떤 것이 있
을까? 방염처리가 필요한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ET

정보를
실과 활용한
생활

삼 우리 주변에서 불이 쉽게 날만한 곳을 토의하며
찾아보기
우리 주변에 불이 쉽게 나는 곳 찾기
위험 요소 찾기
대책 수립

1

캠페인
계획하고
제작하기

음악

생활에서
음악
이용하기

1

4.연소와
미술 소화
1
(9-10/10)

디지털카메
라, 수업활
동 사진, 음
원 등

삼 전체 동영상 시나리오 만들기
 윈도우 무비메이커 사용법 이해하기
 배경음악 선정하기
- 위급한 분위기의 음악 찾아 선정하기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영상 제작하기
영상으로만 아닌 글쓰기, 노래가사 바꿔 부르
기, ppt, 포스터 그리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CD

불조심
캠페인
발표

삼 불조심 캠페인 결과 발표하기
- 학급에서 선정된 발표물을 소방방재청에서 ‘불조심
과 관련된 홍보물 공모’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함.
실생활에서 불이 쉽게 날 수 있는 곳에 대한 관
심을 갖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한다.
ET

7.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불이 꺼지는 현상을 보고, 소화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2

물질이 연소하는데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는가?

지필평가

3

물질의 연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호기심을 갖는가?

자기평가 / 관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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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7~8차시] 캠페인 계획하고 제작하기
○ 학습 주제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가상의 상황으로서 소방방재청에서 캠페인에 사용할 홍보
물을 공모한다는 설정으로 수업을 이끈다. 불조심 캠페인에 사용할 홍보물에는 ‘우
리 주변에 불이 쉽게 나는 곳 찾기, 위험 요소 찾기, 대책 수립’ 등이 요소들이 명확
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 배운 연소와 소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조심 캠페
인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한다.

○ 준비물
디지털카메라, 수업활동 사진, 음원, 노트북

○ 도입
① 문제 상황 상기하기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 방재청에서 ‘불조심과 관련된 홍보물 공모’에 함께 참여하고
자하는 상황

② 오늘의 활동 소개하기
- 불조심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자.

○ 활동1 : 관련 홍보물 계획서 완성하기
◆ 홍보물 계획서 (학습지 참고)

- 어떤 주제로 잡을 것인가?
-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 어떠한 매체를 이용할 것인가?
-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①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한다.
-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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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 불이 쉽게 나는 곳 찾기
∙ 위험 요소 찾기
∙ 대책 수립하기
③ 가능하면 다양한 매체 사용을 권장한다. (UCC 제작에만 몰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④ 역할분담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활동2 : 무비메이커로 UCC 제작하기 (예시)
① 윈도우 무비 메이커 사용법 익히기
② 전체 동영상 흐름도 만들기
③ 반드시 들어갈 내용에 해당하는 사진 촬영해온 것 모으기
∙ 우리 주변에 불이 쉽게 나는 곳 찾기
∙ 위험 요소 찾기
∙ 대책 수립하기
④ 배경 음악 선정하기
- 위급한 분위기의 음악 찾아 선정하기
⑤ 전체의 포맷을 정한 후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역할 분담하여 제작하기

○ 마무리
학생들이 제작한 UCC영상, 설득하는 글,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홍보 PPT, 포스터 등
의 다양한 활동을 발표하고 서로 감상하고 평가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가상의 문제이지만 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창의적 설계 방향
① UCC영상, 설득하는 글,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홍보 PPT, 포스터 등의 다양한 활
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UCC 영상 제작 시 기존 음악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 각종 악기와 도구를 이용
하여 배경음악을 직접 만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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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 체험의 방향
생활에서 불이 쉽게 날 수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한다.

※ 교사용 참고 자료
할론 소화기의 구조]

[

일반 소화기와는 달리 약제로서 할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다. 할론 소화기는 목
재･섬유 등의 일반 화재 및 유류, 화학 약품 화재나 전기나 가스 화재 전반에 걸쳐 다양하
게 이용된다.
할론 가스란 프레온 가스와 비슷한 물질로, 프레온 가스에 함유된 염소 원자 대신 브로민
원자가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다. 사용법은 안전핀을 뽑은 다음, 소화기를 바로 세우고, 노
즐을 불을 향하게 한 다음, 손잡이를 들어 올리며 레버를 누르면 된다.
주의할 점은 내용물이 가압된 상태이므로 49℃ 이상의 온도에는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
고, 또 얼굴에 방사하지 말아야 한다.
소화기의 장점은 사용한 다음, 흔적이 남지 않고 감전 위험이 없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
의 위험이 있으며, 가격이 비싸고, 창문이 없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요즘은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소화기도 많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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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화재 발생 현황] -

출처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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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발화 요인별 화재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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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지

불조심 캠페인 홍보물 제작 계획
○○초등학교 6학년 (

)반 이름: (

)

주제
이용할 매체
필요한 자료 목록

홍보물의
흐름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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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동료평가)

불조심 캠페인 평가하기
○○초등학교 6학년 (

)반 이름: (

)

1. 생각을 공유해요
◆ 나의 도구와 친구들이 제작한 홍보물을 보고 잘된 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친구이름

잘된 점

개선점

나

5 4 3 2 1

친구1

5 4 3 2 1

친구2

5 4 3 2 1

2. 홍보물 감상하기
◆ 친구들이 만든 홍보물을 보고 감상평을 써 봅시다.

3. 활동 정리하기
◆ 오늘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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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운영 사례

STEAM 교육 따라잡기
초등 5~6학년
▪ 기획

정진수, 조향숙, 김훈, 허준영(이상 한국과학창의재단)
▪ 집필 및 개발
[초등 1~2학년]

서영선(평택 송북초), 신연옥, 한덕희(이상 용인 독정초)
[초등 3~4학년]

김정아(수원 권선초), 노일(시흥 월곶초), 이환규(수원 매탄초)
[초등 5~6학년]

이찬미, 이혜원(이상 서울 석계초), 한정진(서울 이대부초)
[중학교]

김석중(인천 만수중), 서정선(경기과학고), 이정훈(서울 사대부중)
▪ 내용 관련 문의
한국과학창의재단(www.kofac.re.kr) 융합교육정책실 STEAM교육 담당자
이메일 : steam@kofac.re.kr
전 화 : (02) 559-3944~46 팩 스 : (02) 555-0702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서면 허락 없이는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기타 공공 목적에 따른 활동’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