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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프로그램명 사진 세부내용

1~2
학년군

장난감은

살아있다

‘워킹로봇‘

- 톱니바퀴와 태엽장치의 원리를 알아보고 친

환경 에너지원 탐구하기

- 친환경 동력원인 태엽과 아이클레이를 이용

한 나만의 워킹로봇 만들기

써클

플라잉

- 하늘을 나는 물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

하여 비행기의 비행 원리 탐구하기

- 부메랑의 원리를 통해 던지면 다시 돌아

오는 비행기 만들기

오페라

망원경

- 일상생활 속 빛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

고 빛의 쓰임 알아보기

- 빛의 굴절을 이용한 나만의 오페라 망원

경 만들기

, 그 길을 함께 가다.

2020 과학축전 프로그램안내

Ⅰ     교육 목적
  ❍ 인류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 현상에 대

한 왕성한 호기심과 의문을 해결한다.

  ❍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상상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을 누리며 

무한한 상상을 펼치는 과학세상을 구현한다.

  ❍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1인 체험으로 진행되는 만큼 안전한 교구

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구성한다. 

Ⅱ     프로그램 소개  ※ 모든 체험이 결과물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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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1

 # 달팽이 속 무지개

- 버려지는 폐CD를 이용하여 빛의 다양한 

성질을 알아보고 관찰하기

- 재활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증

진시키고 폐CD를 이용한 무지개 관찰

 # 마리모가 궁금해!

- 섬유질이 얽혀 동그란 공 형태가 된 녹조

류 ‘마리모’에 대해 알아보기

- 마리모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민감성 함양 및 생각 생태감수성 기르기

※ 마리모 수조로 손잡이 사각유리병 지급

3~4
학년군

신나는

팬플룻

– 소리의 발생과 진동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매

질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 이해하기

– 관의 길이를 다르면 음이 달라지는 신나는 

팬플룻 만들기

컵 글라이더

- 공기 중에 회전하는 물체를 던질 때 발생하

는 현상을 통해 과학 법칙 발견하기

- 플라스틱 컵 글라이더를 만들고 마그누스 

효과 체험하기

UFO

팽이

- 자석의 척력을 이용한 자기부상의 원리가 

담긴 팽이 만들기

- 공중에 뜬 팽이의 마찰력 변화가 회전하는 

팽이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마리모가 

궁금해!

- 섬유질이 얽혀 동그란 공 형태가 된 녹조

류 ‘마리모’에 대해 알아보기

- 마리모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민감성 함양 및 생각 생태감수성 기르기

※ 마리모 수조로 손잡이 사각유리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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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학년군

탄성

레이싱카

- 탄성력에 대해 이해하고 탄성 에너지를 높

이는 방법 탐구하기

- 탄성의 힘으로 움직이는 레이싱카를 제작 

및 체험하기

아슬아슬

중심이

- 생활주변의 다양한 물체를 이용하여 무게중

심을 잡는 창의 인형을 만들기

- 마찰 전기를 이용하여 손을 대지 않고 인형

을 움직이게 하기

태양광그리

- 태양광 에너지의 핵심기술인 태양전지에 대

해 탐구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특징알기

- 저 전류 진동모터를 사용하여 태양광에너지

로 움직이는 진동로봇 만들기

마리모가 

궁금해!

- 섬유질이 얽혀 동그란 공 형태가 된 녹조

류 ‘마리모’에 대해 알아보기

- 마리모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민감성 함양 및 생각 생태감수성 기르기

※ 마리모 수조로 손잡이 사각유리병 지급

7~9
학년군

수중

화학정원

– 화학정원을 만들어보고 금속염과 삼투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 실험에 사용되는 물유리에 대해 알아보고 장

마철 습기제거 원리 파헤치기

탄성

레이싱카

- 탄성력에 대해 이해하고 탄성 에너지를 높

이는 방법 탐구하기

- 탄성의 힘으로 움직이는 레이싱카를 제작 

및 체험하기

마리모가 

궁금해!

- 섬유질이 얽혀 동그란 공 형태가 된 녹조

류 ‘마리모’에 대해 알아보기

- 마리모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민감성 함양 및 생각 생태감수성 기르기

※ 마리모 수조로 손잡이 사각유리병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