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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잡아라#1.

제목
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잡아라
주제 에너지

목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해 안다- .

에너지를 절약을 실천한다- .

영역 실험관찰 도덕/ 소요시간 분80

유의점 및

기타

저학년에 맞도록 설명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준다- .

교육

방법

에너지란 무엇일까 흥미유발을 위해 스펀지 방식 활용? -

에너지의 종류는 무엇 또 에너지의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화석에너지의 일생 퍼즐을 맞추며 화석에너지의 문제점에 해 알기‘ ’

고갈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 ,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찾아라 에너지 보드 게임 활용-

나는 지구수비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카드-

샘솟는 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손전등 손으로 듣는 라디오? - , ,

태양광 프로펠라

실천카드를 토 로 새어 나가는 에너지 점검하기-

우리가 물려줄 지구의 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보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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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에너지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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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비 만들기#2.

제목 산성비 만들기 월간주제 에너지

활동목표
산성비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현상인지 설명해줄 수 있다- .

산성비로 인해 생기는 피해 사례를 실험과 책을 통해 설명해줄 수 있다- .

활동영역 신체 과학 놀이 언어/ / / 예상소요시간 각 분30

유의점 및

기타

투명한 용기의 실험 용기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

공기오염과 관련된 동화책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

세의 경우 집중도가 분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5 .

활동방법

자동차 뿡뿡뿡 지나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응용한 게임을1. “ .”

진행한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신나는 게임을 시작해요 게임 룰을 설명해준다- . .

술래는 먼저 선생님이 시작할거에요- .

게임은 회 정도 진행을 한다- 2 .

게임 후 반원으로 아이들을 앉힌 후 공기에 한 설명을 시작한다2. .

우리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

자동차가 뿡뿡 방귀를 많이 뀌면 공기는 어떻게 될까- ?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두 개에 물을 담아 준비한다3. .

자 여기는 깨끗한 구름 속이에요- .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의 구름 속이에요- .

몇몇의 친구들을 뽑아 한 용기 속에만 식초를 넣는다3. .

아이들이 식초를 넣을 때마다 선생님은 각 공기 오염 현상을 방귀에 빗 어-

말해준다 자동차가 뿡뿡뿡 방귀를 뀌고 다녀요 공장에서 뿡뿡뿡 방귀를. ‘ .’ ‘

뀌었어요.’

식초가 떨어진 용기의 물에 냄새를 맡게 한다4. .

식초가 들어간 구름은 어떤 냄새가 나나요- ?

각자 나뭇잎을 가져오게 한다5. .

떨어진 나뭇잎을 찾아 와서 구름 속에 넣어주세요- .

깨끗한 구름 속 나뭇잎과 오염된 구름 속 나뭇잎은 어떻게 다를까요- ?

각 환경 책자의 산성비 관련 피해 사례를 보여주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6.

있는 환경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 시킨다.

변화를 지켜 볼 수 있도록 오염된 구름 물 과 그 속의 나뭇잎을 용기에 넣어7. ( )

관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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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재생불가능에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