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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결승선

수업 계획

결승선을 통과하고 군중의 환호를
들어보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미니피겨 달리기
선수를 위한 재미있는 기계적 결승선을
조립하는 활동을 통해 힘의 불균형에 대한
지식을 적용해볼 것입니다.
30-45분

초급

착수(학급 전체, 5분)
∙ 달리기 경주에 대해 간략히 토의를 진행하세요.
∙ 학생들의 생각을 촉발하기 위한 질문을 하세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릴게요.
∙ 주자가 결승선 테이프를 통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힘이 무엇일까요? (
주자가 몸을 이용해 테이프를 밀어요. 이렇게 미는 동작이 힘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결승선 테이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 결승선 테이프를 미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여 다른 미니피겨가 트로피 또는
메달을 우승자 미니피겨에게 전달하도록 할 수 있었나요?
∙ 학생들에게 조립 과제를 시작하게 하세요.
탐구(개인별 과제, 20분)
∙ 학생들에게 개개인별로 미니피겨 달리기 선수를 위한 재미있는 결승선을
조립하게 하세요. 모델이 일종의 메커니즘에 의해 구동되어야 해요.
∙ 학생용 워크시트에 조립 단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조립 가이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 학생들에게 학생용 워크시트에 실린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상상력을 발휘해보게 하세요.
설명(학급 전체, 10분)
∙ 학생들에게 힘의 불균형을 어떻게 재미있는 결승선에 통합했는지 설명해보라고
하세요.
∙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 힘의 불균형이 모델의 어느 부분에 작용하나요? (주자가 결승선을 밀고 지나갈
때 힘의 불균형이 발생했어요.)
다듬기(개인별 과제, 10분)
∙ 재미있는 결승선”을 나타내는 모델을 어떻게 구현해 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
짧은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 파일을 만들게 하세요.
평가(개인별 과제)
∙ 학생 개개인별로 자신의 모델에서 힘의 불균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시하여
설명해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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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결승선

학생용 워크시트

결승선을 통과하고 군중의 환호를 들어보세요!
미니피겨 달리기 선수를 위한 재미있는 결승선을 조립하세요.

결승선이 일종의 메커니즘에 의해 구동되어야 해요. 사용 가능한 요소:
기어, 여러 개의 기어 또는 단순한 레버.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각자 자신의 모델에서 관찰되는 힘의 불균형 상태를 설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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