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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켓] 

목표 에어로켓을 만들고, 발사해보며 로켓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인원 유아(5세 이상~7세 이하) 최대 20명 ※5~6세 부모님 동반 필요

주요내용
 ∙ 미사일과 로켓                         ∙ 에어로켓 만들기

 ∙ 에어로켓 발사체험                      ∙ 로켓의 원리

관련교육과정 
분석

 ∙ 2019 개정 누리과정(유아)

관련영역  내용범주 내용

자연탐구
탐구과정 즐기기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 2015개정_과학과교육과정(초⋅중⋅고)

내용  단원시기 과학과 교육과정

로켓의 원리

‘뉴턴의 제3 법칙’
고등학교 2학년 12물리Ⅰ 01-03: 역학과 에너지

  

 ※ 사전 경험학습을 해봄으로써, 진학 후 교과 학습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 : ‘별구름 액자 만들기’

 ※2019 개정 누리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습
준거

상황제시
 ∙ 미사일과 로켓의 발사 동영상을 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

 ※차이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미사일과 로켓이 다르게 분류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창의적
설계

 ∙ 부품을 이용하여 에어로켓을 만들며 설계 순서를 안다.

감성적 
체험

 ∙ 발사대 고도를 낮추어 과녁에 에어로켓 발사 체험(미사일) 

 ∙ 발사대 고도를 높여 허공에 에어로켓 발사 체험(로켓)

준비물
 ∙ 공 작 체 험: 플라스틱 원기둥(로켓 몸체), 연결관, 고무 탄두, 몸체 스티커(날개포함)

 ∙ 발 사 체 험: 에어로켓 발사대, 컴프레셔, 에어로켓 과녁, 풍선

횟수/시간 총 1회(1차시) / 45분 참가비 3,000원

프로그램 개발자
(성명) 임 성 훈
(소속 및 직위)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주무관

연락처(메일 등)
055-359-5852
lsholl@korea.kr

공동개발자
(성명) 권 혁 광
(소속 및 직위)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주무관

연락처(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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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프로그램(안)

소주제명 날아라 에어로켓

학습

내용

 ∙ 미사일과 로켓                         ∙ 에어로켓 만들기

 ∙ 에어로켓 발사 해보기                   ∙ 로켓의 원리

STEAM 

과목요소
S, T STEAM 통합모형 주제중심

준비물

교사용 PPT자료, 에어로켓 발사대, 컴프레셔, 에어로켓 과녁, 풍선

유아용  플라스틱 원기둥(로켓 몸체), 연결관, 고무 탄두, 몸체 스티커(날개포함)

지도상

유의점

 ∙ 미사일과 로켓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만들기, 발사체험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체험을 예로들어 원리만 가볍게 다룬다.

도입

 ∙ 미사일과 로켓 사진을 보여준다.

 ∙ 미사일과 로켓이 발사되는 동영상을 보여준다.

 ∙ 미사일과 로켓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게 하고 설명해준다.

7′

본

활

동

 ∙ 활동 1 : 에어로켓 만들기

   - PPT자료 속 만들기 순서를 참고하여 에어로켓을 만들어본다.

    ※5, 6세 유아는 부모님, 선생님의 도움필요(로켓의 날개부분 등)

35′

 ∙ 활동 2 : 에어로켓 발사체험

   - 발사대의 고도를 낮추어 과녁 가운데에 맞추도록 조준한 뒤 발사한다.

   - 발사대의 고도를 높여 건물, 인적이 많은 곳을 피하게 조준한 뒤 허공에 

발사한다.

 ∙ 활동 3 : 로켓의 원리

  - 에어로켓이 날아가는 모습을 이용하여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설명한다.

   ※1차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방향을 ‘작용’ 이라한다.

  - 풍선에 바람을 채우고 바람을 뺐을 때, 풍선의 방향과 바람빠지는 방향이 다른 

현상을 예로 들어 ‘작용’에 ‘반작용’을 덧붙여 설명한다.

   ※풍선에서 나오는 바람: 작용   |    풍선의 방향: 반작용

마무리  ∙ 미사일과 로켓의 분류 이유, 로켓의 원리를 정리해본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