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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기반 다리 설계 및 제작

이름: 이 주 환 학년: 초등 3 학년 작성날짜: 2020 년 7 월 5 일

1. (1 차시) 이번 차시에서는 내진설계와 지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집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결과 화면을 캡

처해서 첨부해주세요.  또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우리집을 찾아보니 내진설계가 되어있어요. 어~~~휴 다행이다.

만약 안되어 있다면 우리집은 4 층 꼭대기여서 무너지면 아주 위험할거예요.

그래서 내진설계를 하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지진에 잘 견딜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건물이 손상 받더라도 잘 안 넘어지도록

설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 위험도 적게 해줘야 합니다. 

2. (2 차시) 이번 차시에는 다리의 역사와 재료 그리고 종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잘 

알려진 다리의 예시를 하나 찾아보고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그리고, 다리가 어떤 종

류인지, 만들어지는데 사용된 재료가 무엇인지 추측해 적어주세요.

제가 과학을 좋아하여, 처음 산 책이 WHY?에요. 그리고 제목이 토목과 건축입니다.

저는 특히 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그중에서 다리인데, 이번에 선생님과 같이 동영상 

보고 공부 배우니 정말 정말 좋아요. 다리의 여러 종류 중 제가 제일 좋아하고 멋있

는 다리는 현수교입니다. 양팔 저울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리 상판은 콘크리트로 만들

고, 기둥의 강철 케이블로 당기고 있는 다리입니다. 제가 찾아 본 현수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 일본에 아카시해협 대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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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3,991M 이구요, 다리 상판은 콘크리트이고, 트러스트 철강탑에 케이블을 잡

아 당겨 만들었데요. 특히 일본은 해일 지진, 태풍이 많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1 차시에서 공부 배운 지진설계 원리와 다리의 구조설계가 (힘을 지탱해주고, 힘을 

잡아 당겨주고, 힘을 분산 시켜주고) 잘 맞추어 만들어서 저는 이 현수교가 제일 좋아

요! 다음 3, 4 차시가 너무 기대되요. 왜냐하면 드디어 3D 펜으로 다리를 만들 수 있잖

아요. 

3. (3 차시) 이번 차시에는 입체도형과 전개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3D 펜으로 직접 

만들어본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정사각형 면이 

6 개로 이뤄진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총 몇 개일까요? 가능한 전개도를 모두 그려서 

첨부해주세요.

정사각형으로 정육면체을 만드는 전개도는 모두 11 개입니다. 저는 정사각형 색종이

를 가지고 전개도를 만들어봤어요. 왜냐하면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리 저리 돌리며 

맞추었는데,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1 번부터 8 번까지는 내가 했어요. 그런데 마

지막 3 개는 못해서 엄마랑 같이 했는데도 못했어요. 인터넷에서 보고 찾았어요. 모두 

11 개가 맞아요. 퍼즐게임처럼 머리 써서 해보니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3D 펜으로 만든 정육면체

4. (4 차시) 직접 만든 다리의 사진과, 생수병을 올린 후의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직접 

만들어본 다리가 생수병을 버틸 수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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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다리를 만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만든 것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밑판이 약한지 물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는 밑판을 다시 한층 더 만들어서 2 겹으로 붙였어요. 

다시 생수병을 올려보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텼습니다.

(처음에 택배 왔을 때 생수병이 있어 선물인줄 알고 아빠가 마시고 버렸어요. 그래

서 다른 물병으로 물을 담았어요. 원래 생수병보다 무거워 무너진 것 같아요. 참고하

세요.)

5. (4 차시) 직접 만든 나만의 다리를 힘의 분산, 내진설계, 디자인 측면의 총 3 가지 분

야로 평가해 주세요.

내가 만든 다리는 아치교입니다. 디자인은 둥글고 부드럽고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리의 밑판 부분에 보강을 여러번 칠해줘야 튼튼해져 힘의 분산과 하중을 

잘 견디는데 저의 다리는 약하게 칠해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강력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2 겹으로 만들어 붙이니 아주 튼튼했습니다. 

당연히 내진설계도 함께 잘 보강되어 흔들어도 잘 버텨냈습니다.

처음에 무너졌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6. (4 차시) 멘토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보세요^^

다리의 종류에서 현수교와 사장교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어느것이 더 튼튼하고 안전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