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17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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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NFC를 활용한 집단지성 소음문제 솔루션

유형

첨단제품 활용형

세부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 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대상학년
요구환경
재료구입비
난이도

자유학기제 해당 학년
와이 파이 환경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함/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공 기계만 구비되면 됨
NFC 태그스티커 개당 480원/ 카드형 개당 800원 이내
중‧상/ 간편한 앱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역량이면 충분함

활용 가능성

다른 교과목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 시대 대비 STEAM 콘텐츠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개발자 추천의 말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우리는 매 순간 삶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본 프로
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이용하고, 수집된 빅데이터
를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NFC카드와 스마트폰으로 활동 할 수 있으며, 모둠별로 이루어지는 자기주도 프
로젝트 활동으로 흥미와 도전, 그리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사 평점

친절한 수업자료
수업내용의 질적 우수성

✰ ✰ ✰ ✰ ✰ ✰ ✰ ✰ ✰ ✰
✰ ✰ ✰ ✰ ✰ ✰ ✰ ✰ ✰ ✰

평균(00명/10점 만점

수업 적용 용이성

✰ ✰ ✰ ✰ ✰ ✰ ✰ ✰ ✰ ✰

기준)

교수 전문성 강화

✰ ✰ ✰ ✰ ✰ ✰ ✰ ✰ ✰ ✰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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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본 프로그램의 특징
- 본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합인재육성을 위해
2015개정교육과정 및 CCR(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프레임 워크에 따라 개발하였습니다.
-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은 학습자들이
1) 자신이 아는 지식(Knowledge)을 2) 사용할 수 있는 방법(Skills)과
3) 행동하고 참여하는 인성(Character), 4) 다양한 현실의 상황에 반영하고 적응하는 메타학습
(Meta-Learning)의 네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도록 지향하였습니다.
- 디자인 씽킹 원리에 기반해 즐겁게 협력하며 배려와 소통하며 실생활 맥락에서 첨단제품(NFC)에
활용된 기술‧공학적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구안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
에 대해 SW기술‧공학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 미래 사회에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을 도전하는 성취감과 기술공학의 유용성, 도전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지향하였습니다.
-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 필요한 관련 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며 실제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사
회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평생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활용 안내
-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해 가능한 구하기 쉽고, 저렴하며,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교사용은 가능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안내하였습니다. 각 주제별로 앞쪽에 ‘차시별 활동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제시하였
습니다. 또, 각 차시의 시작 부분에 ‘수업의 흐름’을 사진 또는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직관적으로
수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업지도안 및 수업활동 내용에

을 제시하여 적용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용은 최대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현장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평가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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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주제)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차시 관련교과

기술

◨ 정보와 통신기술 / 녹색가정생활의 실천
▣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기초적 원리
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색
하며, 정보 통신 윤리, 개인 정보 보호를 이
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위한 공기, 열, 빛,
소리 등을 고려하고, 공간구획과 동선, 가구
배치 등 공간을 다목적, 입체적으로 활용하
는 방법을 이해하여 주거 공간을 개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속
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기술시스템
▣ [9기가02-1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주생활과 관련된 안
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
생활에 적용한다.

[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
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1~2

과학

국어

◨ 빛과 파동
▣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알고 파동의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부터 소리의 세기, 높낮이,
맵시를 안다.

◨ 빛과 파동
▣ [9과06-04] 파동의 종류를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
로 설명할 수 있다.

◨ 듣기, 말하기

◨ 듣기 말하기

▣인물이나 관심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 ▣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하거나 설명한다.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중1
◨ 정보와 통신기술
기술

◨ 기술시스템

▣ 정보 미디어 활용 체험활동 및 정보 통신 ▣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실현하며 평가한다.

◨ 듣기, 말하기

◨ 듣기,말하기

3~4

국어

▣ 토의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 ▣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는 태도를 지닌다.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 정보와 통신기술 / 건설기술과 환경

기술
5~6

국어

◨ 기술시스템
▣ 정보 미디어 활용 체험활동 및 정보 통신
▣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실현하며 평가한다.
▣ 친환경적 건설 기술을 탐구하고, 건설 기
술과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색하며, 친환경 [9기가04-07] 건설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
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
적 건설 기술 체험활동 및 건설 구조물과
며 평가한다.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듣기, 말하기
◨듣기,말하기
▣토의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
태도를 지닌다.

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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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와 식 / 함수
◨ 문자와식 / 함수

수학

▣[9수02-01]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히 나타내고, 다항식의 사칙계산을 할 수 [9수03-04] 함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있다.
[9수03-05] 일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래프를 그릴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9수03-06]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
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빛과 파동

◨ 빛과 파동
과학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알고 파동의 진폭, 진 ▣[9과06-04] 파동의 종류를 횡파와 종파로 구
동수, 파형으로부터 소리의 세기, 높낮이, 맵시 분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를 안다.
설명할 수 있다.
◨ 정보와 통신기술 / 건설기술과 환경

기술

7~8
수학

◨ 기술시스템
▣ 정보 미디어 활용 체험활동 및 정보 통신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
있다.
하며 평가한다.
▣친환경적 건설 기술을 탐구하고, 건설 기
술과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색하며, 친환경 [9기가04-07] 건설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
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
적 건설 기술 체험활동 및 건설 구조물과
며 평가한다.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문자와 식 / 함수
◨ 문자와식 / 함수
▣ [9수02-01]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히 나타내고, 다항식의 사칙계산을 할 수 [9수03-04] 함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있다.
[9수03-05] 일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래프를 그릴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9수03-06]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
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듣기, 말하기
국어

◨ 듣기,말하기

▣ 토의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 ▣[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는 태도를 지닌다.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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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를 활용한 집단지성
소음문제 솔루션
■ 주제 개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차시씩 블록으로 구성하였
으며, NFC라는 근거리통신 기술(Near Field Communication)을 이용하여 실생활 속에서 발생
하는 소음문제를 집단지성을 발휘해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이지만, 중1 과학, 수학, 기술가정, 국어, 사회 교과의 내용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거리 통신기술을 이해하고 생활/학교 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음측정시스템을 학생들이
설계한 후 집단지성을 발휘해 수집한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흔히 접하지만 무심
코 지나쳤던 생활 속 첨단기술들을 인식하고 삶속에서 다양하게 재구성해 보는 과정들을 거쳐
첨단기술과 장치를 활용하는 실천적 기술주체로서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학습목표
1) 진폭, 진동수, 파형에 따른 다양한 소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소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과학적,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의 종류를 이해하고 해당 센서의 다양한 활용을 구상할 수 있다.
3) 집단지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교 내의 다양한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
계할 수 있다.
4) NFC와 스마트폰의 내장 센서를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발표할 수 있다.
5) 디자인 씽킹 원리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창의적 설계를 시도해볼 수 있다.
6) 생활 속 소음문제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시제품/상황극으로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7) 창의적 산출물을 발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 STEAM 과목 요소
○ S : 소리의 특징, 종류, 주파수의 개념, NFC 통신기술의 원리 탐구, 소리의 측정
○ T/E：NFC 통신기술의 활용, 사용자의 목적 및 요구에 맞는 소음측정 시스템 설계
○ A：NFC를 활용한 다양한 창작물 디자인 / 토의 내용을 조리 있게 말하기
○ M：센서 값을 읽고 1차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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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
○ 상황제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NFC와
스마트폰이라는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해 학생들 스스로가 집단지성을 발휘해 창의적으로 해
결해보도록 상황들을 제시한다.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여름날에도 학교가 4개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까닭에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쉬는 시간만이라도 조용히 있고 싶지만, 복도를 뛰어다니는 학생들과 격하게 떠드는 학생들
로 인해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다. 점심시간에 교실에 틀어주는 음악방송도 아이들의 고함치는
소리와 섞여서 음악 감상이 되지 않고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 우리학교는 어디가 가장 조용할까?
우리 학교만의 소음지도를 그려서 쾌적한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NFC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활동을 주로 고안
하였다. NFC태그와 스마트폰만으로 학교 내 소음정도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학생들
이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이용한 빅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한다. 생성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토타입 형태의 창의적인 설계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사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토대로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학교 밖 환경으로 인해 가장 시끄러운 교실은 어디일까?
- 쉬는 시간에 가장 시끄러운 장소는 어디일까?
- 점심시간에 조용히 독서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
○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창의적 설계에서 나온 산출물을 사용해보고 과학기술의 산물이
인간의 삶과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경험해 보게 한다. 7~8차시에서는 우리 스스
로 설계한 창의적 문제해결 산출물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시대의 정보수집
및 정보 활용 문제해결자로서의 효능감을 경험하게 된다.

8

■ 융합인재교육(STEAM) 활동 안내
차시

차시명

활동 내용

◨ 우리의 삶과 소음의 관계 생각해보기
- 진폭, 진동수, 파형에 따른 소리의 특징
- 컬러소음과 백색소음의 차이 이해
우리의
◨ 학교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대해 토론해보기
1~2
삶과 소음 (예, 도로인접, 화장실, 급식실, 매점, 복도 등)
◨ 스마트폰 내장 센서와 NFC 통신기술 이해
- 사운드센서, 조도센서, 압력센서, 마그네틱센서 소개 및 간단한 체험활동
- NFC통신기술을 체험해보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 학교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하기
- 외부소음으로 인해 가장 시끄러운 교실은?
- 쉬는 시간에 가장 시끄러운 장소는?
- 점심시간에 조용히 독서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는?
◨ 소음측정 관련 기존의 방법 살펴보기
- 어떤 한계, 문제가 있을까? (예, 소음은 시간대별로 강도가 달라짐,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제, 실제 소음에 대한 실시간 정보 축적이 어려움, 심리적 관계 문제 발생)
NFC활용 - 소음지도 제작을 위한 방법 토의하고 설계하기
◨ NFC를 활용한 집단지성 소음 측정 시스템 설계하기
집단지성
-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3~4 소음측정
- 집단지성을 활용해 소음측정을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시스템
-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스마트한 집단지성 소음 측정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
설계
예) 집단지성을 이용한 아이디어 설계
- 특정한 위치의 소음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특정한 위치에 부착한 NFC카드에 태그를 하면 스
마트폰 센서가 자동으로 동작하여 태그한 시각에서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서버로 전송해주는
앱을 활용할 수 있음.
- 특정한 위치를 지나는 또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태그하면 여러 사람의 집단지성을 통해
그 지역의 정보들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디자인 씽킹 원리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창
의적 설계를 시도해보도록 이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소음문제 해결이 필요한지 공감-> 정의-> 아이디어->시제품->테스트)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기
- NFC를 이용하여 학교 내 여러 지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준 데이터를 모
둠별로 분석함
집단지성 ◨ 우리 팀의 소음문제해결 전략설계하기
5~6 활용 Data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지점과 특정시간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
분석
예) 국어, 영어 등의 시간은 조용해야 집중이 되는데, 급식실 옆에 있는 우리 반 시간표
가 점심시간대에 배정되어 있음. 효과적인 시간표 배정을 위해 소음 빅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음.
소음문제?
◨ 창의적 문제해결 산출물 제작 및 발표
우리가
해결해드릴 - 시제품(설계도, 상황극)을 모둠별로 완성하고 완성된 산출물을 모둠별로 발표
7~8

게요!

- 단순한 문제해결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문제발견 및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법 등이 명시
되도록 지도

산출물

◨ NFC 모둠평가 스탬프를 활용한 각 팀별 발표 평가(실시간 피드백) 및 수정‧보완
제작, 발표 - 각 팀의 잘한 점, 부족했던 점을 떠올려보며 개선해 가도록 격려하기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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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차시명

학습목표
- 진폭, 진동수, 파형
에 따른 다양한 소리
의 특징을 구분하고
소음이 우리 삶에 미

1~2

우리의
삶과 소음

주요내용
◨ 우리의 삶과 소음의 관계 생각해보기
- 진폭, 진동수, 파형에 따른 소리의 특징
- 컬러소음과 백색소음의 차이 이해

치는 영향을 발표할 ◨ 학교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대해
수 있다.

토론해보기 (예, 도로인접, 화장실, 급식실, 매점, 복도 등)
◨ 스마트폰 내장 센서와 NFC 통신기술 이해

-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
와 NFC의 다양한 활용을
구상할 수 있다.

- 사운드센서, 조도센서, 압력센서, 마그네틱센서 소개 및 간단한 체험활동
- NFC통신기술을 체험해보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 학교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하기
- 소음지도 작성의 예 살펴보기
- 외부소음으로 인해 가장 시끄러운 교실은?
- 쉬는 시간에 가장 시끄러운 장소는?
- 점심시간에 조용히 독서할 수 있는 장소는?
◨ 소음측정 관련 기존의 방법 살펴보기
- 어떤 한계, 문제가 있을까? (예, 소음은 시간대별로 강도가 달라짐,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제, 실제 소음에 대한 실시간 정

- 학교 내 소음지도 작
성을 위한 창의적인 아
NFC활용
집단지성
3~4

소음측정
시스템
설계

이디어를 모둠별로 구상
하고 발표할 수 있다.

보 축적이 어려움, 심리적 관계 문제 발생)
- 소음지도 제작을 위한 방법 토의하고 설계하기
◨ NFC를 활용한 집단지성 소음 측정 시스템 설계하기
-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 집단지성을 활용해 소음측정을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 NFC와 스마트폰의 -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스마트한 집단지성 소음 측정 시스템을 설계
내장센서를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 분
석하는 전략을 설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
예) 집단지성을 이용한 아이디어 설계
- 특정한 위치의 소음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특정한 위치에 부착한
NFC카드에 태그를 하면 스마트폰 센서가 자동으로 동작하여 태그
한 시각에서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서버로 전송해주는 앱을 활용할
수 있음.
- 특정한 위치를 지나는 또 다른 학생들이 동일 한 방법으로 태그하면
여러 사람의 집단지성을 통해 그 지역의 정보들을 모을 수 있다는 사
실을 설명하고 디자인 씽킹 원리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창의적 설계를
시도해 보도록 이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소음문제 해결이 필요한지 공감 → 정의 →
아이디어 → 시제품 →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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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기
- 학교 내 여러 지점에 부착해 둔 NFC태그를 학생들이 스마트
폰으로 접촉하여 전송해 준 데이터를 모둠별로 분석함
- 사전에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업시간
의 일부를 할애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보게 함.
예)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마스터 NFC카드를 태그하고
- 빅 데이터 분석을 통
해 모둠별로 소음도를
그래프로 표시할 수
집단지성
5~6

있다.

활용 Data

활동에 참여한다.
※ 학생들이 지정해둔 특정 지점의 NFC카드에는 사용할 센서가 부착되
어 있고, 사용자가 태그할 때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센서를
가동하여 센서값을 특정한 서버로 전송해 주게 된다.
※ 사용자는 서버에 전송된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확인하여 빅 데이터를

분석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 소음문제를 해결하
는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 NFC를 이용하여 교실 또는 학교 내 여러 지점에서 활동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확인하고 수집한 데
이터를 모둠별로 분석한다.
◨ 모둠별 소음문제해결 전략 설계하기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지점과 특정시간대에 발생하는 문
제를 확인하고 소음문제해결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
예) 국어, 영어 등의 시간은 조용해야 집중이 되는데, 급식실 옆
에 있는 우리 반 시간표가 점심시간대에 배정되어 있음. 효과
적인 시간표 배정을 위해 소음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 창의적 문제해결 산출물 제작 및 발표
소음문제?
우리가
해결해드릴
7~8

게요!
산출물
제작, 발표
및 평가

- 생활 속 소음문제 - 시제품(설계도, 상황극)을 모둠별로 완성하고 완성된 산출물을 모
해결전략에 대한 생
각을 발표할 수 있고
다른 팀의 아이디어
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둠별로 발표한다.
- 단순한 문제해결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문제발견 및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법 등이 명시되도록 지도한다.
◨ 창의적 문제해결 산출물 평가
- 소속 팀을 비롯해 다른 팀의 아이디어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에

- 산출물을 테스트하
고 수정할 수 있다.

서 바람직한 팀 문제해결의 태도를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동료, 교사평가 결과를 수렴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제해결 전
략과 방법을 수정‧보완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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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차시

Tip & Knowhow

STEAM

핵심역량

- 스마트폰 소리분석 앱으로 다양한 소리를 분
석해 보게 한다. 듣기에 좋은 소리와 듣기 거

포스트잇, 안드로이드
1~2

계열 스마트폰, NFC
태그

북한 소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토의해보게
한다. 듣기 좋은 음원과 듣기에 싫은 음원을
제공해 주고 분석해보게 하는 것도 좋다.

지식정보
공동체

- NFC의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명함 만들기 활동이나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
능들을 제어해 보게 한다.

- 1층의 평면도(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설계

NFC태그, 안드로이드
3~4 계열 스마트폰, 교내
지도

도)를 주고 2층, 3층은 투명필름을 제공하여
전 층의 소음지도를 그릴 때 편리하게 한다.
- 사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정한 위치에 NFC

정보처리
공동체

태그를 부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사전에 협의
한다.

모눈종이(전지사이즈
5~6

), 색 볼펜, 모둠별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 1대

- 엑셀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빅데이터를 출력해
서 학생들에게 주고 분석하게 한다. (모눈종이나
엑셀프로그램으로 분석하면 됨)
- 모둠별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제작할 때는 아이디어가 잘 표현되도록 지도한다.

프로토타입 제작
물품(방음패드,
7~8

방음스펀지, 종이컵,
빈 박스 등),
포스터발표용 폼

- 모둠별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효과검증을 위한 실험도 한다.
- 모둠별 포스터 발표 시 평가용 스탬프 앱을 사
용하여 평가한다.

보드(A3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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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관련자료

■ 프로그램 핵심역량 요소
차시

관련 핵심역량 요소

지식정보처리 역량

요소 내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
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1~2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
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
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3~4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
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역량

5~6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
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역량

7~8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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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자료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 진폭, 진동수, 파형에 따른 다양한 소리의 특징을 구분하고 소리
와 소음의 차이를 구분해 냄.
1~2
차시

- 간이 소음 측정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해 보고, 소음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발표함.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

- 근거리무선통신(NFC) 카드를 활용하여 우리 주변의 첨단 기술
제품 원리를 탐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함. 근거리무선통신(NFC)
에 대한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구상함.
3~4
차시
- 자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구상하여 소음에 관한 데이
터를 창의적으로 나타냄.
- 소음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후 소음도를 인포 그래픽 형
태의 그래프로 창의적으로 나타냄.

탐구활동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뛰어난 성취를
보인 영역의
수행평가
관찰결과를
자세히 기술한
경우

- NFC와 스마트폰의 내장센서를 이용하여 빅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하는 전략을 설계함.
-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음도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략 설계할 수 있음.
- 학교 내 소음지도 작성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5~6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설계함.

차시
- 학교 공동체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역량을 발휘하여
모둠원이 협력하여 학습활동에 참여함.
- 학교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둠원이 협력하여 창의적 산출
물을 제작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 학교 내 소음지도 작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심지
7~8
차시

소음지도의 작성 예를 살펴보는 등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함.
- 소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체험함.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1~2차시. 우리의 삶과 소음

우리의 삶과 소음

■ 수업의 흐름
순

1

활동명

활동 요약

앱을 통한
소리 실험
하얀소리

백색소음

주파수 스펙트럼

주파수 발생기

✔ 어떤 소리가 듣기 좋은가요?
✔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는?
✔ 소리와 소음의 차이는?

스마트폰
2

내장센서
살펴보기
✔ Sensor Box for Android 앱

NFC 태그를
이용한
3

생활 속 물건
탐색하고,
체험하기
✔버스카드, 신용카드, 도어록 등 사용되는 NFC 알아보고, 직접 NFC 카드를 체험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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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우리의 삶과 소음

차시

과목

중학교 1학년 또는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

단원

기술가정 : 기술시스템 / 과학 : 빛과파동 / 국어 : 듣기, 말하기

1~2/8

• 2015개정교육과정 / 기술가정 / 기술시스템
교육 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 / 과학 / 빛과 파동
• 2015개정교육과정 / 국어 / 듣기, 말하기
• 진폭, 진동수, 파형에 따른 다양한 소리의 특징을 구분하고 소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학습목표

을 발표할 수 있다.
•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와 NFC의 다양한 활용을 구상할 수 있다.
상황제시

융합준거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소리와 소음의 차이 구분하기

창의적 설계

좋은 소리, 싫은 소리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설계하기

감성적 체험

NFC카드를 이용한 우리 주변의 첨단 기술 제품을 원리 탐색하고, 체험하기
NFC태그(NTAG213), 미러링도구, 스마트폰,

교사

수업PPT(http://cafe.naver.com/humansteam/84)

준비물
학생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계열)

학습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Co

(분)

소리에 따라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자료 및 유의점

10‘

▣ 주제와 관련된 Issues를 제시한다.
- “자갈해변의 파도소리”, “대나무숲속의 바람소리” 와 “칠판 긁는 소리“, ”모기소리“를
들려주고 학생들의 느낌을 공유한다.

하얀소리 앱

- 질문1 : 4개의 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 느낌의 소리와 거북한 느낌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

[학생활동지]

듣기 좋은 소리
활용
가능한
소리

도입

자갈해변의 파도소리
대나무숲속의 바람소리
가을밤 귀뚜라미 소리
여름계곡의 물소리

싫은 소리
유리 긁는 소리
칠판 긁는 소리
쇳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하게

소리2개와 불편
한

들었을 때 편안함을 주는 소리와 긴장하게 하는 소리를 찾아보도록 한다.

소리2개를

준비한다.

10’

▣ “소음”에 대한 개념 정립하기

[학생활동지]

- 소음에 대한 예를 말해보기
- 다양한 예를 구분해보기
- 소음이 아닌 것에 대한 예를 찾아보기
- 일반화를 통해 “소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소음에 대한 개념정립이 중요하다.
- 국어사전 : 소음-시끄러운 소리
- 국가기관에서 정의하는 소음에 대한 정의
▣ 소리와 소음의 개념을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5‘

말해보게 한다.
- 집에서 흔히 경험하는 층간소음이 왜 짜증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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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들리는

-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 뉴스
(층간소음 검색 후 뉴스 소개하기)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여름날에도 학교가 4개의 도로에 둘러 쌓여 있
는 까닭에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쉬는 시간만이라도 조용히 있고 싶지
만, 복도를 뛰어다니는 학생들과 격하게 떠드는 학생들로 인해 시끄러
워서 쉴 수가 없다. 점심시간에 교실에 틀어주는 음악방송도 아이들의
고함치는 소리와 섞여서 음악감상이 되지 않고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
우리학교는 어디가 가장 조용할까? 우리 학교만의 소음지도를 그려서
쾌적한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 App을 사용하여 주변의 소리 분석하기

10‘

- 듣기 좋은 소리의 주파수를 App으로 확인하기

Ÿ 스마트폰
Ÿ 활용앱

- 듣기 싫은 소리의 주파수를 App으로 확인하기
- 주파수에 따라 듣기 좋은 소리와 싫은 소리의 구분이 나타나는지 확인
하기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를 기본으로 소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모둠별
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음. 전체적인 주파수의 패턴만을 확인
하도록 한다.
▣ 음악을 들을 때 어느 정도의 볼륨 레벨을 사용하나요?
- 소리의 크기(음압)에 따른 소음도 체험하기

5’

Ÿ 소음에 따른 영향
설명판

- [소음 측정기] App으로 활동하기

[참고자료1]

- 음압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설명판으로 확인하기

▣

전개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내장 센서

10’

※ 교사의 활동을
학생들이

살펴보기

직접

- Sensor Box for Android 앱으로 활동하기

볼 수 있도록 미

- Light sensor로 교실 밝기 측정하기

러링 기기를 사

- Magnetic sensor로 금속탐지 체험하기

용한다.

▣ 동영상을 보면서 NFC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AOLe042oqgQ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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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 Tools 앱을 활용하여 명함 만들기

30’

- 개인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 핸드폰 앱을 실행해서 NFC 명함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서 겪는 현상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교사가 설명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을 위해 공기계 1대를 준비해서 돌려가면서 명함을 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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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NFC명함 제작
용 메뉴얼
[참고자료2]

소리와 소음
1. 여러 개의 소리를 듣고 느낌을 적어보세요. (포스트잇에 각자 작성해서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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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소리들을 생각해보고, 소음인 것과 소음이 아닌 것을 구분해 보세요.

소음이

소음이다

아니다

3. 위에서 구분해본 것을 토대로, 소음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아래에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소음이란

21

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5. 집에서 흔히 경험하는 층간소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짜증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무엇이 있었는지 인터넷 검색 후 뉴스를 소개해 봅시다.

7.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주변의 소리를 분석해
봅시다.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안드로이드 폰 다운로드

1) 듣기 좋은 소리의 주파수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 보세요.
2) 듣기 싫은 소리의 주파수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 보세요.
3) 이 두 가지 소리들은 어떤 차이가 나나요? 어떤 다른 점을 발견했는지 적어 보세요.

8. 음악을 들을 때 어느 정도의 볼륨 크기를 사용하나요?
소음 측정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소리 크기에 따른 값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면서 소리 크기에 따라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참고자료를 통해
알아보세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안드로이드폰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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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다운로드

9.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센서들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1)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의 값을 알아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보고
측정해 보세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안드로이드 폰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2) 빛의 밝기를 감지하는 센서를 활용한 앱을 설치해 보고 교실의 밝기를 측정해 보세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안드로이드 폰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아이폰 다운로드

다운로드

10. 동영상을 보면서, NFC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기

<NFC기술 뉴스영상>

11.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NFC Tool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명함을 만들어 보세요.

23

소음에 따른 인체의 영향

24

NFC 명함 만들기

NFC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하기

1. NFC는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입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아직 NFC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폰에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환경설정에 들어가서 NFC 기능
을 활성화 시켜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설정 – NFC 선택 하면, 카드모드 ➜ 읽기쓰기 모드로 변환됩니다. 읽기/쓰기 모드 선택

NFC Tools 앱으로 명함 작성하기

** Write 버튼을 선택한 후, NFC태그를 스마트폰 뒷면에 가까이 접촉하면 Write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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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명 : 소리와 소음 개념 정의하기

산출물명 : 소리와 소음 개념 정의하기

설명 : 소리와 소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설명 : 소리와 소음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분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느낌을 적어보는 활동

한 다음, 개념을 정의하는 활동

산출물명 : 소음 측정 실험

산출물명 : 소음의 파형 측정 실험

설명 : 소리의 크기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알

설명 : 듣기에 좋은 소리와 싫은 소리 파형으로

아보기 실험

● 주파수 분석앱 활용시

분석하기

: 주파수 분석 앱은 소리를 수집해서 주파수 별로 분류해 주는 앱이다. 따라서 스마
트폰의 성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전체적인 형태를 파
악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좋다. 소리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일 확률이 높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3000Hz이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점도 알려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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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NFC활용 집단지성 소음측정 시스템 설계

NFC 활용 집단지성 소음측정 시스템 설계

■ 수업의 흐름
순

활동명

활동 요약

사전조사

- 소음지도 제작 방법
- 소음지도 측정 시간대(오전6시~오후10시, 오후10~오전6시)
- 소음측정 등가소음도로 측정

소음지도
1

- 학교내 소음측정 장소 토의하기

작성을 위한

✔ 학교내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내용 토의하기

기초조사

학교건물
평면도
작성하고
측정위치
표시하기
- 학교 건물 평면도를 투명필름에 그려서 층별로 제공
-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를 활용하여 학교 전체 건물 지도를 제공함.
✔ 학교건물 평면도 작성하고 소음관련 내용을 표시한다.

NFC
BigData앱을
2

활용한
소음측정
시스템 설계
✔ NFC BigData앱을 활용하여 측정지점의 NFC태그 제작하고 소음측정 설계하기

30

■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NFC활용 집단지성 소음측정 시스템 설계

차시

과목

중학교 1학년 또는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

단원

기술가정 : 기술시스템 / 과학 : 빛과파동 / 국어 : 듣기, 말하기

3-4/8

• 2015개정교육과정 / 기술가정 / 기술시스템
교육 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 / 과학 / 빛과 파동
• 2015개정교육과정 / 국어 / 듣기, 말하기
• 학교내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둠별로 구상하고 발표할 수 있다.

학습목표

• NFC와 스마트폰의 내장센서를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상황제시

융합준거

도심지 소음지도의 작성 예를 살펴보기

창의적 설계

학교내 소음지도 작성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기

감성적 체험

간이 소음측정 시스템 시뮬레이션 하기

교사

미러링 도구, 스마트폰, 수업PPT(http://cafe.naver.com/humansteam/84)

학생

NFC태그,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계열), 교내 지도

준비물
학습
단계

시간
(분)

교수·학습 활동
Co

자료 및 유의점

소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까? 도심지 소음지도 제작관련 사례를 보여

주고 소음지도에 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한다.

10‘

도입

- 가장 시끄러운 곳은 어디일까요?
- 가장 조용한 지역은 어디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만약에 학교를 짓는다고 한다면 어디에 건설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 ●●● 학교내 소음지도 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모둠별로 토의한다.
- 소음측정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인가?
- 소음측정 시간대는 언제로 할 것인가?
-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전개

교내 소음지도를 그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모둠별로 토의하
게 하되, 전체적인 흐름을 교사가 지도하여 소음측정 위치선정, 소음측정
시간, 소음측정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게 지도한다. 학생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평면도를 제공하여 활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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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활동지1

(예시) 교내 평면도

▣ 모둠별로 토의한 결과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할 때 곤란한 사항은 무엇인지 토의
하게 한다.

15‘

- 모둠별로 고려한 소음 측정 방법의 문제점은?
- 소음측정을 위한 도구는?
- 소음측정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

CD

●●● NFC BigData 앱을 활용한 집단지성 소음측정 시스템 설계하기

35’

- NFC BigData 앱의 전반적인 구성 소개

① 교사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한 후, 측정하고자 하는 NFC태그를 장소에
맞게 제작을 한다. (예, 1반-식당앞, 1반-도서관앞, 1반-1층 화장실앞 등)
② 제작한 NFC태그를 소음을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③ 학생들은 수시로 NFC태그가 부착된 위치에서 태그를 한다. 이때, 서
버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이 집단지성으로 모아준 데이터를 확인하고,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 NFC태그로 학생들과 교실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NFC태그를 제작할 때, 모둠별로 위치를 하나씩 정하게 한다. 그리고
NFC태그의 이름도 1반-식당앞, 3반-3층화장실앞, 5반-강당앞 형태로 제
작하여 반별로 참여를 유도한다.
▣ NFC bigdata 앱을 활용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하
고 발표하게 한다.

정리

- 모둠별로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활동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
여 생활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토의함으로써 학생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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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자료1

학교 소음지도 작성
아래의 교내 평면도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들을 표시해 보자.

O
X
✔

1. 가장 시끄러운 곳은 어디일까요?
2. 가장 조용한 곳은 어디일까요?
3. 외부 소음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요?

OO시 OO분

** 어느 시간대에 가장 조용하고 시끄러운가요?
예시)

33

해당되는 평면도 위치에
체크해 주세요.

NFC BigData 앱 사용법
가. NFC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하기

1. NFC는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입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아직 NFC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폰에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환경설정에 들어가서 NFC 기능
을 활성화 시켜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설정 – NFC 선택 하면, 카드모드 ➜ 읽기쓰기 모드로 변환됩니다. 읽기/쓰기 모드 선택

나. NFC Tag 구입하기 (Ntag 213 스티커 및 카드)

1. NFC Tag는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메모리 용량과 지원 가능한 스마트폰에 따라 맞는 것을 구입
해야 한다. 보통은 1K byte 용량과 168 byte용량으로 나뉜다.
2. 가격대는 1장에 1,000원 내외로 구입이 가능하다.

다. NFC 빅데이터 앱 다운 받기

➜

34

라. 회원가입 및 로그인

35

마. NFC 활용 센서 선택 및 위치 등록

36

바. NFC 카드 등록하기

37

사. NFC 빅 데이터 앱으로 데이터 분석하기

특정한 장소에 있는 NFC 카드를 태그하면, 어느정도 데이터가 수집된 후, 특정 장소를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하여 수집된 데이터 선택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를 서버로 전송한다.

38

39

40

41

5~6차시. 집단지성 활용 Data 분석

집단지성 활용 Data 분석
■ 수업의 흐름
순

활동명

1

데이터 분석

활동 요약

엑셀

그래프 그리기

✔ 모둠별로 주어진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토의하기
✔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모둠별 토의하기

2

소음문제
해결 전략
도로변 교실

복도

✔ 소음 장소 및 시간대 별로 솔루션 전략

43

강당

교실

■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집단지성 활용 데이터 분석

차시

과목

중학교 1학년 또는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

단원

기술가정 : 기술시스템 / 과학 : 빛과파동 / 국어 : 듣기, 말하기
• 2015개정교육과정 / 기술가정 / 기술시스템

5~6/8

• 2015개정교육과정/ 수학 / 문자와 식, 함수

교육 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 / 과학 / 빛과 파동
• 2015개정교육과정 / 국어 / 듣기, 말하기
• 집단지성으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둠별로 소음도를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소음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상황제시

융합준거

창의적 설계

자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를 발견, 정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감성적 체험
교사

준비물

학생

학습

모눈종이(전지사이즈), 색 볼펜, 모둠별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 1대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Co

(분)
10‘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 다양한 픽토그램을 보여주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그림이 가지는 의
미를 체험하게 한다.

픽토그램 관련 사이트 : https://thenounproject.com/ 참조
▣ 기호, 숫자, 그림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비주얼 씽킹에 대해서 소개한다.

도입

분석한 자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다름을
알고 모둠별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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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Ÿ 픽토그램
Ÿ 비주얼씽킹 자료

▣

CD

●●●●● 집단지성으로 모아진 빅데이터 자료를 모둠별로 어떻게 분석할 것

30‘

Ÿ 그래프용지

인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토의한다.
- 엑셀파일로 모아진 자료 분석을 위한 모둠별 토의하기
- 시간, 소음도, 장소의 정보를 가지고 소음도 표현하기

- 분석된 자료를 어떻게 알기 쉽게 표현할 것인지 토의하게 한다.
▣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문제발견하기
- 분석된 데이터에서 문제발견하기, 문제는 실제적으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전개

있는 실제의 문제라야 한다.
- 예) 점심시간 대에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학생들의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
- 모둠별로 노트북 1대를 지원할 수 있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자료
를 분석할 경우 엑셀형태의 빅데이터 파일을 클라우드에서 학생들과 공유
하거나, 교사용 로그인정보를 공유하여 모둠별 스마트기기에서 자료를 다
운로드 받게 한다.
- 만약,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빅데이터 정보를 프린트해서 모
둠별로 제공하고, 그래프용지에 직접 그려보게 한다.
- 단순한 형태의 그래프보다는 그래프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일목
요연하게 담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발견된 문제를 정의하기
-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고 이를

40‘

정의한다.
- 인포그래픽을 이용하여 분석된 자료를 표현하고 모둠별로 발표한다.

▣ 모둠별로 분석한 학교 내 소음관련 자료를 전시한 후, 모둠별로 순회하면서 확
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같은 데이터라도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

Ÿ 스마트폰/ 노트북

알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잘 인
식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지도한다.
▣ 다음 차시 산출물 제작을 위해 피드백 한 내용을 기초로 추가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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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활용데이터로 본 학교 소음지도
집단지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모둠별로 소음도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소음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모눈종이(전지사이즈), 모둠별 노트북과 스마트폰 1대, 방음패드, 방음스펀지, 색 볼펜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음지도를 창의적으로 그려보자.
(시간, 장소, 소음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1. 다음 그림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이런 방식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2. 비주얼 씽킹에 대해 알아 봅시다.

3. 집단지성으로 모아진 데이터 자료(엑셀파일)를 모둠별로 어떤 방식의 분석 방법과
표현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토의하세요.
1) 분석 방법 :
2) 표현 방법 :

46

4.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래에 정리해 보세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음지도를 창의적으로 그려보자.
(시간, 장소, 소음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분석한
장소를
적으세요

5.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발견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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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차시. 소음문제?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요!

소음문제?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요!

■ 수업의 흐름
순

1

활동명

활동 요약

prototype
제작2

✔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들로 프로토타입의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해 본다.

산출물 발표
2

및
평가

✔ 제작된 산출물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발표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고
피드백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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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소음문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과목

중학교 1학년 또는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

단원

기술가정 : 기술시스템 / 국어 : 듣기, 말하기
• 2015개정교육과정 / 기술가정 / 기술시스템

교육 과정

차시

7~8/8

• 2015개정교육과정 / 국어 / 듣기, 말하기
• 생활 속 소음문제 해결전략에 대한 생각을 발표할 수 있고, 다른 팀의 아이디어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다.
• 산출물을 테스트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학습목표

상황제시
융합준거

준비물

창의적 설계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및 아이디어 발표

감성적 체험

모둠별 산출물을 발표하고 상호 평가를 통해 아이디어 수정하기

교사

A3사이즈의 폼 보드, 평가도구, 수업PPT(http://cafe.naver.com/humansteam/84)

학생

프로토타입 제작 물품(방음패드, 방음스펀지, 종이컵, 빈 박스 등)

학습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분)

▣ 모둠별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토의한다.

도입

자료 및 유의점

10‘

-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한 지점의 특정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을 해
결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한다.
- 개발 방향 및 아이디어 공유
▣

●●● 모둠별로 소음문제해결을 위한 시제품 설계하고 제작하기

40‘

-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빠르게 산출물을 제작한다.
[활동지]

산출물 제작은 2시간 정도를 할당하는 것이 좋다. 연속으로 2시간을
하는 것보다 1시간 수업을 하고, 모둠원들이 산출물을 평가한 후, 다음
차시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간격이 필요하다.
다음 차시에 올 때까지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를 다음
차시에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산출물 제작시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
료(PET, 종이상자, 종이테이프, 우드락)와 아이디어를 수정사항을 적을 수

전개

있는 포스트잇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아이디어에 집중
하게 한다.

40‘
▣ 산출물 결과를 모둠별로 포스터 발표하고, 수정하기
- 산출물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발표한다.
- 다른 모둠원들은 수정할 사항을 포스트잇으로 피드백 한다.
- 수정사항을 확인한 후 모둠별로 수정을 위한 토의를 진행한다.
산출물은 공간을 재배치한다거나, 조명의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다. 창의적인 발명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
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지도한다.
▣ 모둠별 산출물에 대한 전체적인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감-문제정의-아이디어도출-프로토타입 제작-테스트

정리

및 평가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문제해결에 도달한다.
- 우리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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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소음문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모둠별로 소음측정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 제작 물품(스펀지, PET병, 종이컵, 빈 박스 등)

1. 모둠별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소음으로 인해

소음이

불편함을

발생하는 장소

느끼는 시간대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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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프로토타입 구상하기
- 아래 표에 예시문을 참고하여 원하는 결과를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원하는 결과

조건 (입력)

실행 (출력)

원하는 결과를 문장으로 작성함

만약 … 한다면

…가(이) … 동작 한다.

예시문1)
일정 수준의 소음이 발생할 때마

➀ 소리센서의 입력값이 기준값

다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는 시

보다 크면,

➀ 소리재생장치에서 임의로 음
악 하나가 일정한 시간동안 재생
되게 한다.

스템.
예시문2)
일정한 주파수(비명소리, 위급한

➀ 특정한 주파수와 음량을 입력

목소리) 이상의 소리가 발생할

받으면,

➀ 담임선생님이나 교무실로 위
급상황을 알리는 표시가 나타나
게 한다.

때는 알려주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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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둠별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적용시킨 시제품을 설계해 봅시다.

시제품 이름

해결하고자 한
소음문제

제품의 기능

제품의
형태
(외형과
내부 모습)

필요한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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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1. 포스트 발표 용지 – A3크기로 인쇄하여 모둠별로 배부한다.

소음장소
우리가 발견한 문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소음데이터 분석

56

1. 층간소음 뉴스 : 포털에서 “층간소음” 검색
2. 앱 소개
① 백색소음 모음 앱 : 하얀소리, 백색소음
② 소리 파형 분석 : 주파수 스펙트럼
③ 소음도 측정 : 주파수 발생기
④ 센서활용 앱 : Sensor Box
⑤ NFC 관련 : NFC tools, NFC bigdata
3. 결제 문화 바꾼 nfc : 채널 IT (https://www.youtube.com/watch?v=AOLe042oqgQ)
4. 소음을 느끼는 정도와 인체에 끼치는 영향 : 환경부 (me.go.kr)
5.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 https://www.youtube.com/watch?v=L-zDNz9T2Ao
6. 층간소음의 종류와 기준치 : 연합뉴스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41016260877
2
7. 소음의 숨겨진 과학 : 정성호 - http://www.dreamusn.kr/Home/board/bbs/board.php?bo_table=IT_News&wr
_id=32761&page=374
8. 결제 문화 바꾼 NFC : https://www.youtube.com/watch?v=AOLe042oq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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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명 : 소리 알림 장치

산출물명 : 소음 단계별 알림장치

설명 : 과학상자와 모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시제품

설명 : 프로토타입형 산출물로 소음도에 따라 가운

(좌우로 다니면서 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알림으

데 레벨바가 상태를 표시해주며 왼쪽에 있는 LED에

로 알려주는 장치)

서 조명으로 알려줌.

산출물명 : 소음 상쇄 음원발생 장치
설명 : 소음발생시 상단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듣기
좋은 명상 음악이 재생되는 장치

산출물명 : 소음 단계별 경보장치
설명 : 소음도에 따라 가운데 패널에서 소음도가 측
정되어 나타나며 상단의 3개의 조명 및 경보장치에
서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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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명 : 프로토타입 발표
설명 :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모둠별로 발표

산출물명 :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설명 : 간단한 상자, 포스트잇, 스티로폼등의 간단한
재료만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산출물명 : 프로토타입 발표
설명 :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모둠별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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