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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 환경과 가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역사, 지리, 기후, 풍습, 경제, 정치 등)이야기
속에서 소재를 구성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학생들의 노력.

◦ 지속가능발전사회(적정기술과 ESD 그리고 과학과 기술)
: Covid-19 이후의 달라진 세계에 대한 적응교육으로 우리와 주변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교육의 일환으로 메이커교육과 융합교육으로 해결방법 제시

◦ 메이커 문화 확산
: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교육울 통해, 21세기형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역량이 있는 학생
들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

◦ 융합교육과정 물리적, 심리적 연계
: 교과 중심의 학습에서, 융합중심의 학습으로의 전환, 학교단위에서의 교과의 융합으로
학생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연계 기회를 제공

◦ 과학적 태도, 정서적 변화
: 상상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과학에 대한 태도를 성
장 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기회 제공

◦ StarT 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 창의적 산출물 과정과 결과를 영문화 작업 및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만들어 감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갖는 미래의 리더로 성장 기회 제공

Maker Ed, maker Education Initiative

Uteach Maker 마이크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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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메이커 교육 (Maker Education)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교
육, 정책 등 다각적분야의 새로운 교육방법의 필요성 대두됨.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
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 교육이 요구됨. 따라서 이러한 창의적/창조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습자를 창작자로 만드는 메이커 교육 (Maker Education)이 주목받
있음. 메이커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직접 매뉴얼을 보고 만드는 교육에서, 일상생활/주변/사회
적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적 결과물을 도
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메이
커 정신이 확산됨.
1) Dale Dougherty (데일도허티, 메이크미디어 설립자)
: 만드는 활동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제작방식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만드는 사람’
2) Chris Anderson (크리스 앤더슨, Makers 저자)
: 다가올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제품 제작 및 판매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사람. 기업’
3) David Lang (데이비드 랭, Zero to maker의 저자)
: 메이커는 어디에나 존재함, ‘물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초래
하는 모든 사람’
4) Mark Hatch (마크해치, 테크샵 설립자)
: 발명가, 공예가 기술자 등 기존의 제작자 카테고리에 구속받지 않으며, ‘손쉬워진 제작기술
을 응용해서 폭넓은 만들기 활동을 하는 대중’

Children’s Museum of Pittsburgh

MIT 미디어랩의 Fab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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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내용
가

메이커 교육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방법
카테고리

목표

주제

아두이노

∙ 로직프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하여 논리력(알고리즘)을 향
상시킨다.
∙ 아두이노 기반에서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 아두이노 바나나 피아노 만들기
∙ 공기청정기 만들기
∙ 무드등 만들기

로봇

∙ 로직프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하여 논리력(알고리즘)을 향
상시키고, 로봇제작과정을 통하여 활발한 두뇌활동과
공간 지각력을 기른다.
∙ 기본 로봇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유도하여 독창적인
창의력을 높인다.

∙ 오조봇을 이용한 코딩과 미션수행
∙ 레고마인드스톰을 이용한 미션
수행

3D 프린터

∙ 3D모델링 소프트웨어 통해 만들어진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모델로 구현, 3D프린터와 3D 펜을 이용하여 직
접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3D 펜으로 건축물 모형 제작 및 꾸
미기
∙ 3D 프린터 제작하기
∙ 3D 프린터으로 프로토타입제작

프로그램 종류
일일체험

특징
∙ 각 교육 내용의 기본을 학습하고 간단하게 나만의 작품을 제작

1박 2일 캠프

∙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하여 특정 주제와 관련된 팀별 결과물 산출

2박 3일 캠프

∙ 메이커 교육 및 특정 주제의 프로젝트 수업
∙ 진로 멘토링 또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
∙ 리더와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하는 팀빌딩 첼린지 프로그램 진행

○ 운영방안
￭
￭
-

￭
-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정과 주제를 교육생의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 기획 및 운영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아이디어씽킹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구현의 오류
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창작 과정을 진행
디자인 및 프로토 타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전문성 있
는 교육과 완성도 높은 산출물을 제작을 통해 교육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프로그램 종료 후 다양한 연계
홈페이지에 최종성과물을 업로드를 하여 결과 공유를 통한 메이커 문화 확산 및 메이커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프로젝트 결과물을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 특허, 관련 대회, 공모전 등과 연계하여 단순한 체험에서 더 나아가 탐구
력, 논리력을 배양하고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제공
청소년 창업 지원
변리사, 경영 전문가 등의 전문가와의 연계를 도와 프로젝트 결과물을 통한 창업을 지원
하여 청소년 창업 사례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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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가치 교육

○ 환경의 의미
과학교육의 목적은 과학적 소양가운데 과학적 태도와 탐구능력을 갖고 이를 일상생활 뿐 만 아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적 태도로 임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교육의 목적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의적 특성을 갖게 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실질적 활동을 이끌러 내려는 것이다.
환경가치란 환경이 인간 삶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류중심적
(anthropocentric) 가치와, 자연을 그 자체로서 가치롭게 바라보는 생태중심적 (eco-centric)가치로 구성된다.
환경가치교육은 환경의 기치를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주
변 환경(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경제적)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 가능하며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를
탐색하도록 해줄 수 있다.
또한, 탐구영역과의 협업으로 시행되는 환경가치교육은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도구적 수단으로의 교육
뿐만이 아닌 환경교육 역시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의 한 분야로 활용 가능하며. 환경문제를 과학적
인 탐구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의 신장과 더블어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
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과학과 환경 그리고 인문학적인 전 범위의 융합 교육으로 전인교육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환경 가치 평가

그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가. 가치란 무엇인가?
▪현존하는 가치 와 미래의 가치
▪ 경제적인 가치 와 (경제적이지 않
기만) 국민들을 위한 정의적인 가치
나. 가치 평가하는 방법
▪ 현재를 포함한 미래를 위한가
치, 경제적이지만 정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
다. 우선되는 가치를 선정하는 방법

가.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
나. 세계적인 사례와 이들의 현
지화 방안
▪ 하이라인 프로젝트
다.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들
▪ 국제기관과의 공조와 새로운
방향을 설정
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공
감대 형성

6월

7월~8월

주변 환경의 이해

가.
나.
다.
라.
마.

역사
문화
자연
인적
생활

-기본 환경가치교육 및
과학과 탐구능력 소양
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
로그램 개발
준비기

9월~10월

11월

-직무 연수
-우리주변의 환경에 맞
-개발 프로그램의 정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 는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
로그램 개발
-전문가, 관계자와 함
-일반화 자료로 구성
(12시간 수업)
께하는 프로그램 적용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와 함께한
세미나

학생들과 함께
실천하는 탐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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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정리 및 도약

다

네러티브 스토리텔링 교육

○ 내러티브 스토리텔링(Narrative Story Telling)을 위한 교수-학습 현장 분석 및 적용
▣ 전문가 형성평가를 위한 질문내용
첫째. 학심가치로 과학교재 연구 및 지도법의 개념과 특성, 교과의 장단점,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특성,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장단점
둘째. 수업설계 전략으로 학습자와 교수자 활동, 교수자의 지식, 기능, 태도, 학습자 자원, 스케줄, 애
로사항, 개성할 활동, 학습자 수행 효과와 효율을 위한 지원
셋째. 수업설계 프로세스로 내러티브 스토리델링 특성을 반영한 교과 관련 단계,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동, 구성요소별 배치, 흐름, 학습자 모니터링, 정보수집, 학습과정과 결정 공유, 의사소통, 팀
원들 간의 상호작용, 필요한 전략
넷째. 지원요소로 학습자 지원요소, 과제 달성을 위한 설계와 결과물 제작 지원요소

▣ 내러티브의 문제점과 스토리텔링 수업전략
내러티브의 문제점 분석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에 관한 개
념 정의 부족

스토리텔링 수업설계 전략에 반영 할 사항
-수업설계의 핵심가치와 선행 연구결과물 사이의 차이 발견
-해당 차이를 이야기형식 모형 이론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

내러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
세스가 존재하지 않음

-프로세스에서 이야기형식 모형을 제시하고, 과학교과 연구 및 지
도법 교과와 관련하여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핵심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

프로세스별 지원요소 부재

-수업설계의 지원요소를 교과교재 수업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
가능

프로세스별 학습 결과물에 대한
안내 부족

-프로세스별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수업설계 진
행 단계에 따른 학습 결과물 도출

❍ 영재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발전과 교과간의 융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해
학생 중심의 즐거운 수업 분위기 조성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능력을 향상 시키며
창의적인 문제해역량을 신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교사의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융합 학습 환경 조성 및 운영
❍ 문제인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수준의 이해와 인식 제고 및 다양한 교육 활동 구현
❍ 미래사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천 중심 수업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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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메이커 교사연수

○ 제 1차시 워크숍 추진 내용
- 일시 : 2020년 10월 16일(금) 10:00~17:30
- 장소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미나실
-내용
➀ 메이커 교육 성공사례
➁ 메이커의 방향성
➂ 메이커 행사 기획과 펀딩 방법
➃ 메이커 페어 개최 방법
➄ 특허 및 기술 창업
- 강사 풀 구성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 확보, 기술 창업 및 특허 교육 전문가 섭외

시간

내 용

10:00~10:30

등 록

10:30~12:00

개회식 및 특별 강연(메이커 교육의 방향성)

12:00~13:00

중 식

13:00~15:00

메이커 교육 성공사례 소개
특허 및 기술창업 사례

15:00~17:00

메이커 행사 기획, 펀딩 방법

17:00~17:30

폐회식

비고
관련 전문가 1인

관련 전문가 1~2인
관련 전문가 1~2인

○ 제 2차시 워크숍 추진 내용
- 일시 : 2020년 11월 18일(화) 16:30~21:30
- 장소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미나실
- 내용
➀ 국제 메이커 교육 성공사례
➁ 국제 메이커 커뮤니티 및 유관 기관 소개
➂ 국제 메이커 문화 행사 소개 및 분석
- 강사 풀 구성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 확보, 국제 과학, 메이커 대회 Fair Director List 활용

시간

내 용

16:30~17:00

등 록

17:00~17:30

개회식 및 특별 강연

17:30~19:00

비고
관련 전문가 1인

국제 메이커 교육 우수사례 소개
창업 사례

지역사회 발전 사례

19:00~21:00

국제 메이커 행사 소개
국제 메이커 커뮤니티 및 유관기관 소개

21:00~21:3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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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 3~6인

프로그램명

이야기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STEAM

선행
프로그램명

-

학교급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1, 2학년

목표 수혜학생 수

180명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

중심과목

공학

중심과목
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성취기준 영역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STEAM
프로그램
구분

연계과목

개발결과

적용결과

과학
체육
영어
국어

[10통과08-04]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특히

연계과목
화석 연료의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로 인해 열에너지
성취기준 영역 이용의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
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4

공학(2) + 과학(1) + 국어(1) +영어(1)

2

4

공학(2) + 과학(1) + 국어(1) +영어(1)

3

4

공학(2) + 과학(1) + 국어(1) +영어(1)

4

4

공학(2) + 과학(1) + 국어(1) +영어(1)

16차시 수업지도안 작성 완료 및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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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수행 결과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16차시

수업 적용 일정

2020.10.01.~2020.11.21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08명(1~3학년 희망자)

사전검사

-

사후검사

-

학생 태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2020.11.21일
2020.10. 16.(금) 1~2교시 수업공개
2020.11. 18.(화) ‘STEAM 세종시연구회행사’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

특허출원(국외, 국내)

-

5. 결론 및 제언
스토리텔링, 환경가치교육 그리고 메이커교육활동
STEAM 교수-학습과정
StarT를 통한 글로벌 영재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생 중심의 즐거운 수업 분위기 조성
❍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 및 운영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및 다양한 교육 활동 구현
❍ 미래사회 지속 가능성에 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천 중심 수업 모델 개발
❍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학생 중심의 즐거운 수업 분위기 조성
❍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 및 운영
❍ 환경인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및 다양한 교육 활동 구현
❍ 4차 산업혁명에 적용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천 중심 수업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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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01 : 이야기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STEAM
1.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6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소프트웨어와 친해지기

1~4
/16

스크래치를 학습하고 직접 설계해보며 코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상해본다. 소프트웨어와 코딩 분야에 다양한
학습자료와 직업들을 소개시켜주며 학습 후 활동 계획을 제시해준다.

주제(단원)명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하기

5~8
/16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상을 보고 기술들을 조사하며 실용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두이노 키트를 이용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보고 키트의 개선점을
고민해보며 인공지능을 직접 체험해본다. 또한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래
인공지능과 사회를 상황극으로 표현해보며 사고를 심화시킨다.

주제(단원)명

증강현실 구현해 보기

9~12
/16

3D 카드보드와 증강현실 어플 ‘AURASMA’를 통해 증강현실을 체험해보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을 알고 증강현실의 구현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증강현실이 실용화된 사회를 시나리오로 작성해 미래를 구현해보도록 하고
증강현실의 발전에 따른 직업군들을 찾아본다.

주제(단원)명

자동화 기술을 통한 미래사회 만들기

13~16
/16

도구의 발전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고,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끼치
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레고 컨베이어 벨트를 제작하고 직접 자동화 기술을 구
상하며 자동화 기술을 체험해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다. 학습을 토대로 자동화
기술을 SWOT분석하며 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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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가. 소프트웨어와 친해지기
중심과목

공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공학

학교급/학
고등학교 1 학년~3 학년
년(군)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중심과목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성취기준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소프트웨어

학습목표

연계과목

차시

1~4/16

①
②
③
④
⑤
⑥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직업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어느 부분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기초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제작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하고, 우리 주변의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을 찾아 정
리하고 발표할 수 있다.
Ÿ 첨단 공업과 미래 사회
연계과목
정보, 공학, 국어,
성취기준 Ÿ 첨단 공업의 종류별 특성에 따른 활용 예를 구별할 수 있다.
영어, 체육
Ÿ 첨단 공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현황과 미래의 발
영역
전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S
STEAM
요소

T 소프트웨어 기술 탐구
E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학 설계
A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설계
M

개발 의도

스크래치를 직접 사용해보며 소프트웨어 코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생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설계함으로써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고력의 폭을 넓혀준다.

우리 주변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토의해보며 소프트웨어 기술의 의미와
발전에 대헤 생각해본다. 그 후 조별로 스크래치를 이용해 직접 코딩해보고 만든 스크래치를
발표해 코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전에 토의해본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상해보고 소프트웨어 설계사에 대해 소개한다. 코딩에
대한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소개시켜주며 학습 후 활동 계획을 제시해준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우리 주변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토의해보며
소프트웨어 기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창
의
적
설
계

조별로 간단한 스크래치를
만들어봄으로써 코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상해보며 소프트웨어 설계사의
일을 체험해본다.

감성적 체험

- 10 -

발명 전문가의 강연
동영상을 보고 관련
직업군과 직업소양을
소개한다. 또한 다양한
코딩 학습 사이트와
관련 대회를 안내하며
학습 후 활동 계획을
세워본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수업 전 감상할 동영상을 제시한다.
▶ 수업에 참여할 예정인 반 학생들이 감상해 올 동영상을 제시한다.
▶ [EBS 다큐 – 소프트웨어]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0U0ve_HFUL8
▶ [코딩, 소프트웨어 시대-어렵지 않은 이야기, 코딩이란?]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KhptxxfMQ_Q

▣ 소프트웨어((기술, 교육, 디자인 등) 및 발전 의미 조사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술의 의미와 발전에 대하여 조사 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내용을 통해 관련 직업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상황 ▣ 우리 주변의 소프트웨어 찾기
▶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주
제시
제로 조별로 토의한다.
(35 분)
: 순회지도 하며 모든 조원이 토의에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 물음이 있을 경우 답변해 준다.

과학원리 및
재료 찾기
기술
공학 설계
디자인

▶ 조별로 토의 결과를 발표한다.
: 토의결과를 화면에 정리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학습목표확인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직업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어느 부분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기초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제작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하고, 우리 주변의 소프트웨어 관련 직
업을 찾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다.

▣ 스크래치란 무엇인가?
▶ 조별로 노트북을 활용하여 스크래치에 접속하여 교사의 설명에 따라 간단한
스크래치를 만드는 과정을 따라한다.
https://scratch.mit.edu/

과학원리 및
재료 찾기
기술
공학 설계

창의적
설계
(125 분)

디자인
측정하기
☞ 노트북
☞ 학생활동지
☞ 도화지, 색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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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로 간단한 스크래치를 만들어 발표한다.
: 조별로 심사기준을 만들어 다른 조의 발표를 심사한다.
▶ 조별 투표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조를 으뜸조로 선발한다.
▣ 소프트웨어 설계
▶ 조별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상한다.
▶ 노트북을 활용하여 기기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소프트웨어에는 어
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 도화지에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정리한다.
과학원리 및
재료 찾기
기술
공학 설계

창의적
설계
(125 분)

디자인
측정하기
☞ 노트북
☞ 학생활동지
▶ 조별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사와 발명전문 ☞ 도화지, 색연필
가가 참여하여 점수를 매기고, 피드백을 해준다.
▣ 소프트웨어 설계사가 되기 위한 방법
▶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찾아본다.
▶ 소프트웨어 설계사의 강연을 듣는다.
▶ 읽기자료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각각 하는 일을 알아본다.
: 한컴 개발팀이 말하는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자격
http://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6
▣ 발명 전문가의 강연(소프트웨어 2부 감상)
▶ [소프트웨어 2부]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e_SWAznDNk0

감성적
체험
(40 분)

▶ 상상을 실현시켜 주는 소프트웨어의 위력
▶ 메이커 열풍, 스타트업, 벤처로 시작하여 성공한 다양한 기업의 사례
▶ 발명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
▶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안내한다.
: 앤트리 https://play-ent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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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리 및
재료 찾기
기술
공학 설계
디자인

: 코드닷오알지 http://code.org

▶ 소프트웨어 코딩과 관련한 여러 대회들을 소개한다.
: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https://www.juniorsoftwarecup.com/
과학원리 및
재료 찾기
기술

감성적
체험
(40 분)

공학 설계
디자인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http://eswcontest.or.kr/main/main.php

▣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 디자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과 관련 학과 소개
를 하고, 이 직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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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하기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공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1 학년~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공학

주제(단원)명 인공지능

학습목표

연계과목

①
②
③
④
⑤

차시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
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
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5~8/16

무인 자동차 관련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직업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하여 자율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기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인공지능 자동차 개발에 관련 직업군을 찾아보고, 미래 발전적인 인공지능 자동차 개발에 필
요한 직업들을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정보,
공학,
영어, 체육

국어,

Ÿ

첨단 공업과 미래 사회

연계과목
Ÿ 첨단 공업의 종류별 특성에 따른 활용 예를 구별할 수 있다.
성취기준 영역 Ÿ 첨단 공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현황과 미래의 발전 가
능성을 말할 수 있다.

S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원리
STEAM
요소

T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기술
E 아두이노 스마트 자동차 키트를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A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M

개발 의도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고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
자율주행을 직접 체험하게 해본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딥마인드 챌린지를 예로 인공지능이 일상생활 속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상을 보고 기술들을 조사하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용화
직전까지 발전하였음을 알게 하려 했다.
아두이노 보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보면서 인공지능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같이
고민해보며 인공지능을 직접 체험한다. 또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를 고민해보고 미래 인공지능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발표해
사고를 심화시킨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자동차 주제의
동영상을 시청하며
무인 자동차 기술의
의미와 발전에 대해
조사해본다.

창
의
적
설
계

아두이노 스마트 자동차 키트를
이용해 아두이노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본다. 제작 후 아두이노
키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조별로 토의해본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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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앞으로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 고민해보고
상황극으로 발표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심화시키고
미래 인공지능 자동차
관련 직업군들에 대해
발표해본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흥미자료 투입
▶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을 동영상 시청을 통해
깨닫는다.
▶ 무사고를 기록한 자율주행 자동차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lZVxl9DDgbs
상황
제시
(30 분)

과학원리 및
재료 찾기
기술
공학 설계
☞ 학생활동지
☞ 동영상 자료

▣ 무인 자동차 기술 의미 조사
▶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인 자동차 기술의 의미와 발전에 대하여 조사 한다.
▣ 무인 자동차 관련내용을 통해 관련 직업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 학습목표확인
①
②
③
④
⑤

무인 자동차 관련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직업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하여 자율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기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미래 발전적인 인공지능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직업들을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조별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포함된 기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다.
▣ 아두이노 스마트 자동차 키트를 제작한다.
▶ 동기유발에 제시되었던 스마트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볼 것임을 알려서 주의를
집중시킨다.
창의적 ▶ 교사의 단계별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아두이노 자동차를 만든다.
설계
:모든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자세하고 천천히 각 단계
(120 분)
를 진행한다.
▶ https://www.devicemart.co.kr/goods/view?no=1327538

▶ 조별로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장애물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경주를
시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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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리
기술의 구현
공학 설계
디자인
측정하기
☞ 노트북
☞ 전지, 필기구,
포스트잇

▣ 아두이노 키트 개선
▶ 조별로 제작한 아두이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별로 브
과학원리
레인스토밍 해 본다.
기술의 구현
:전지와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떠오른 생각은 적어 전지에 붙인다.
공학 설계
:주제별로 포스트잇을 모은다.
창의적
디자인
:가장 의견이 많이 모여진 주제를 토의한다.
설계
측정하기
:토의과정에서 기술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노트북을 활용한다.
(120 분)
▶ 조별로 토의 결과를 1분 동안 발표한다.
☞ 노트북
▶ 전체 토의를 통해 서로 다른 조의 아이디어에 대한 칭찬, 비판을 한다.
☞ 전지, 필기구,
:비판은 가급적 금지
▶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토 포스트잇
의한 후 조별로 발표한다.
▣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경기 관람 소감 말하기.

▶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학생활동지를 작성한다
▶ 알파고의 인공지능을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발표한다.
▣ 학습활동지 작성
▶ 학습활동지 2번째 장을 작성한 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를
구성해 간단한 상황극을 진행해본다.
▶ 앞서 작성한 학습활동지의 의견을 기반으로 조를 구성한다.
▶ 갈등과 문제해결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 의견을 잘 표현한 조와 그 이유를 적어보고 상황극 후 바뀐 생각을 정리해본다.
감성적
체험
(50 분)

과학원리
기술의 구현
공학 설계
디자인
투자게임

▣ 미래 발전될 인공지능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군을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 발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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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강현실 구현해 보기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공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1 학년~3 학년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
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
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공학+과학

주제(단원)명 증강현실

차시

9~12/16

①
②
③
④
⑤
⑥

증강현실 관련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직업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증강현실의 개념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증강현실이 사용되는 사례, 제작 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목표
3D 카드보드 제작을 통하여 증강현실을 직접 체험한다.
증강현실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증강현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하고, 우리 주변의 증강현실 관련 직업을 찾아 정리
하고 발표할 수 있다.
Ÿ 첨단 공업과 미래 사회
Ÿ 첨단 공업의 종류별 특성에 따른 활용 예를 구별
정보, 공학, 국어, 영어,
연계과목
연계과목
할 수 있다.
체육
성취기준 영역
Ÿ 첨단 공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현황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S 증강현실의 과학적 원리
STEAM
요소

T
E 3D 카드보드 제작
A 증강현실이 발전된 사회 시나리오 작성
M

개발 의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분할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증강현실을 체험하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3D 카드보드와 증강현실 어플 ‘AURASMA’를 통해 증강현실을 체험해보고 증강현실의
개념과 구현과정에 대해 탐구해본다.
또한 증강현실이 실용화된 사회를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구상해보며 증강현실 관련 직업군과
발전 방향을 생각하며 개념을 심화시킨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체험해보며 둘의
차이점을 고민해본다.

창
의
적
설
계

증강현실의 개념과 구현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3D 카드보드와
어플 ‘AURASMA’를 이용해
증강현실을 직접 체험해본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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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이 실용화된
사회를 시나리오로
작성해보고 관련
직업군들을 소개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
▣ 꿈아띠 체험관에 전시된 인체 해부 증강현실을 체험 또는 공룡증강현실 체험존
에서 증강현실을 직접 체험

과학원리 및
재료 찾기
기술

상황
제시
(30 분)

공학 설계

▣ 증강현실을 체험한 후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과정과 기술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표
▣ 제공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전시품을 체험해 보도록 하고 둘의 차이점이 무
엇인지 설명
▶가상현실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상현실은 실제 현실이 아닌 3D그래픽으로 구현된 세계로 가상현실 속에서는 직
접 작업이 불가능하고, 증강현실은 실제와 그래픽이 결합되어 실제 작업이 가능
▣ 학습목표확인
① 증강현실 관련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직업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② 증강현실의 개념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③ 증강현실이 사용되는 사례, 제작 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④ 3D 카드보드 제작을 통하여 증강현실을 직접 체험한다.
⑤ 증강현실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⑥ 증강현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하고, 우리 주변의 증강현실 관련 직
업을 찾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다.

☞ 노트북

▣ 증강현실 관련 동영상 또는 증강현실 기술 개발에 뛰어든 국내외 증강현실전문
가 영상 시청
◩ 동영상 시청
▶ https://www.youtube.com/watch?v=5uNdQKgjhvY
시간 5분 내외
▶ https://www.youtube.com/watch?v=CJgAGzE4baA
창의적
설계
(115 분)

과학원리
기술의 구현
공학 설계
디자인
▣ 증강현실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간단히 소개하고 증강현실이 구현 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강현실이 구현되기 위한 기술에는 위치정보(GPS기술), 전
자나침반, 기울기 센서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 위치정보: 사용자의 위치를 제공
- 전자나침반: 휴대폰이 향하는 방향을 제공
- 기울기 센서: 휴대폰의 기울어진 정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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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증강현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과학원리
- 증강현실이 이루어지는 과정
: 증강현실 App을 실행→휴대폰의 위치정보, 전자나침반, 기울기 센서를 통해 휴
대폰의 위치, 방향, 기울어진 정도의 정보 인식→ 획득한 위치관련 정보를 서버로
송신→해당 정보와 관련된 부가정보를 서버로부터 수신→전송받은 부가정보를 휴
대폰 화면의 카메라 정보과 겹쳐서 보여줌.

창의적
설계 ▣ 개인 휴대폰 또는 제공하는 테블릿 PC을 이용하여 간단한 증강현실을 직접 제
(115 분) 작
- 증강현실 제작을 위하여 ‘AURASMA’라는 App을 다운로드한 후 간단한 증강현
실을 제작한다.
▣ 3D 카드보드 제작

기술의 구현
공학 설계
디자인
☞ 3D 카드보드,
스마트폰,
AR
3D 마커
증강현실 제작
및 체험 시간 20
분 내외
카드보드 제작
및 체험 시간 20
분 내외

▣ 3D 가상현실 어플을 이용하여 가상현실 체험 및 증강 현실 체험
▶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VR’ 또는 ‘가상현실’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
고 제작한 3D 카드보드를 사용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한다.
▶ 가상현실을 체험 후 느낌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발표한다.
▣ 증강현실이 활성화된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시나리오 작성
▶ 증강현실이 가상현실 또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과 결합
된 사회를 상상해본다.
▶ 증강현실이 활성화된 미래사회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해본다.
감성적 ▣ 증강현실 관련 직업 소개 - 증강현실 엔지니어
체험
▶ 학습안내자료를 통해 증강현실 엔지니어가 하는 일, 필요한 능력, 그리고 증강
(55 분)
현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진로에 대하여 소개한다.

과학원리
기술
공학 설계
시나리오

▣ 증강현실이 발전됨에 따라 필요한 직업에 대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 미래 발전될 증강현실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 찾아보고 조별로 의견을 나
우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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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미래사회 만들기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1 학년~3 학년

공학+언어

주제(단원)명 자동화 기술

학습목표

①
②
③
④
⑤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13~16/16

자동화 기술 관련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직업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화 기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자동화 기술을 고안하고, 실현할 수 있다.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해주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다.
자동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하고, 우리 주변의 자동화 기술 관련 직업을 찾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다.
Ÿ

연계과목

첨단 공업과 미래 사회

정보, 공학, 국어, 영어,
연계과목
Ÿ 첨단 공업의 종류별 특성에 따른 활용 예를 구별할 수 있다.
체육
성취기준 영역 Ÿ 첨단 공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현황과 미래의 발
전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S
STEAM
요소

T 생산 자동화 기술 탐구
E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컨베이어 벨트 만들기
A 미래의 생산 자동화 기술과 사회
M

개발 의도

레고 마인드스톰 컨베이어벨트를 제작하고 생활에 맞는 기술을 구상해보며 생산 자동화
기술을 체험하게 하였다. 그리고 SWOT 분석을 통해 자동화 기술을 체계적으로
사고하도록 하였다.

도구의 발달 과정을 통해 도구의 발전에 중요성에 대해 느끼고, 자동화 기술이 어떻게 사
람의 삶에 도움을 주는지 알게 하였다. 레고 컨베이어 벨트를 제작하고 직접 자동화 기술을
구상하게 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동화 기술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화 기술을 SWOT분석 함으로써 심층있는 학습을 구성하였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도구가 발달된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로봇청소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동화
기술의 의미에 대해
흥미를 갖고 조사해
보게 한다.

창
의
적
설
계

생산 자동화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레고 마인드스톰을
이용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고
결과물을 피드백 해본다. 자동화
기술이 필요한 영역을
생각해보고 영역에 맞는 기술을
구상해본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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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술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분야를
간접체험해보고
SWOT 분석을 통해
기술을 평가해본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도구의 유래
▶ 인간의 일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도구가 사용된 것을 설명한다.
▶ 과거의 도구와 현재의 도구 중 어느 것이 더 사용하기 편리한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평가해본다.

▣ 청소방법 비교하기
▶ 학교에서 빗자루를 이용해 청소해 본 경험을 말해본다.
▶ 신형 청소기 사진을 보며 청소의 난이도를 예상한다.
과학원리 및
재료 찾기
기술

상황 ◩ 흥미자료 투입
제시
▶ 로봇청소기 관련영상을 시청한다. 우리 주변에 자동화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주
(25 분)
는지 생각해본다.
▶ https://www.youtube.com/watch?v=Qym9_5t1BOA&list=WL&index=3

공학 설계
디자인
☞ 시청각 자료

▣ 자동화 기술 의미 조사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동화 기술의 의미와 발전에 대하여 조사 한다.
▣ 자동화 기술 관련내용을 통해 관련 직업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 학습목표확인
①
②
③
④
⑤

자동화 기술 관련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직업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화 기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자동화 기술을 고안하고, 실현할 수 있다.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해주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다.
자동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하고, 우리 주변의 자동화 기술 관련
직업을 찾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다.
▣ 생산자동화 기술에 대한 소개
▶ 생산자동화란 공업 제품의 설계나 생산에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를 도입하여
생산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 극한직업 – 택배 물류 센터와 택배 분류의 자동화 시대/YTN을 시청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k77K2lY_scU

과학원리 및
재료 찾기
기술

▶ https://www.youtube.com/watch?v=G-vXEZWyHKE

창의적
설계
(135 분)

▶ 자동화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본다.
▶ 생산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 기구를 확인한다.
: 대형 컨베이어 벨트, CNC선반, 오토 프레스

공학 설계
디자인
측정방법 고
안

▣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컨베이어 벨트 만들기
▶ 준비된 레고 마인드스톰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조립해 본다.
▶ 컨베이어 벨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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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 간이 컨베이
어 벨트
☞ 레고 마인드
스톰

▶https://education.lego.com/ko-kr/lessons/ev3-cim/make-a-factory-conveyor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v=cYzuXJ0E4cA
과학원리
기술의 구현
창의적
설계
(135 분)

공학 설계
☞
☞
☞
▣ 자동화 기술 개발하기 체험
▶ 조별로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자동화기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필
☞
▶ 가장 많은 의견이 모아진 분야에 대한 자동화 기술을 구상한다.
▶ 활동지에 자동화 기술에 대한 정보와 소개하는 글을 적어본다.
▶ 조별로 발표를 한 후, 교사나 전문가의 피드백을 듣는다.
▣ 생산자동화 전문가의 강연
▶ 근무조건, 연봉, 직업에서 느끼는 보람, 일을 하는데 어려움 등에 대해 전문가가
설명한다.
▶ 생산자동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관련 학과를 소개한다.
▶ 전문가가 직접 개발한 기기의 시연 영상, 기기의 효능, 개발하는데 어려웠던 경
험 등을 말한다.

노트북
학생활동지
도화지, 색연
포스트잇

▣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xaIxMvLPqRc
▶https://www.youtube.com/watch?v=LPSU46gRbd0
감성적
체험
(40 분)

과학원리 및
재료 찾기
기술
공학 설계
☞ 학생활동지

▶ 미래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 본다.
▣ SWOT분석을 통해 생산 자동화 기술을 평가해본다.
▶ 2 x 2 Matrix 방식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 분석한 결과들을 서로 공유해본다.
▣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안내하고 이 직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기본 소양 및 인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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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4/16

◎ 생각해보자
▶ 우리 주변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나의 발명품을 소개하자
▶ 설계하게 된 계기

▶ 사용 대상

▶ 필요한 기술

▶ 기술의 장점, 단점

▶ 예상 비용

- 23 -

차시

5~8/16

◎ 알파고가 이세돌 9단 딥마인드 챌린지
▶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나의 의견

우리조의 의견

이유

◎ 인공지능
▶ 인공지능이란 무엇입니까?

▶ 인공지능은 사람의 삶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나요?

▶ 다음 글을 읽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소설이나 에세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무서움을 예견해
왔다. 그중의 한 사람이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러시아계 미국
인으로 1992년에 작고하신 분이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수많은 과학 소설과 SF에세이를 남겼으며,
대중이 과학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과학자중의 한명이다. 그의 작품은 이미 많은
영화로 제작되었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1950년대 초기 작품 “강철도시”라는 작품에
는 그가 제창한 로봇 행동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담겨있다. 로봇 공학 3원칙은 로봇, 양전
자 두뇌를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야 할 기본 원칙으로 로봇에게 무조건 반영되어야 할 조건
으로 제시되고 있다.
1.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으며, 인간이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방관해서도 안 된다.
2. 로봇은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이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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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2/16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체험하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은?

◎ 증강현실이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그 역할은?
· 위치정보의 역할 :
· 전자 나침반의 역할 :
· 기울기 센서의 역할 :

◎ 증강현실에 결합되는 기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증강현실이 활성화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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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3~16/16

◎ 레고 마인드스톰 컨베이어벨트 제작
▶ 컨베이어 벨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일까? 그리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 생산 자동화 기술의 SWOT분석

Opportunities

Threats

Strengths

Weaknesses

◎ 생각해보자
▶ 자동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 자동화 기술로 인해 발전된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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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자료
차시

1~4/16

PART 1
프로그램 제작 어디에서 출발하나?
어떤 것이든 만들기 전에 주제나 밑그림이 있어야 한다. 한컴오피스는 태어난 지 오래되어 기초가
갖춰져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과 매한가지다.
시작은 기획팀이다. ‘한쇼’는 마케팅 기획과 오피스 기획으로 나누어진다.
1 단계 한쇼의 전체적인 방향잡기
김주예 대리 / 마케팅 PM 팀 / 식품공학, 경영학 전공
한컴오피스 2010 의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인 한쇼 2010 의 전반적 기획을 맡은 팀이다. 한쇼
2010 은 ‘당신도 스티브 잡스처럼’이라는 콘셉트로 누구나 화려하고 멋진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간단히 만들 수 있도록 3 차원 화면전환, 미려한 테마, 화려한 도형과 그림 효과 등에 초점을 두었다.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 뒤 홍보, 광고, 프로모션 등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이 팀의 일이다.
‘함초롬’ 글자체를 만들고 전국에 함초롱 씨를 찾는 이벤트를 열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등의 협력기관을 찾기도 한다. 제품 판매, 개발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보람을 느낄 때는?
처음 기획할 때는 흐름에 맞춰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품이 출시된 후에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려다보니 고객과 자주 만난다. 시장의 흐름과 이용자의 요구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제품에 담아낼 수 있다.
한쇼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한 뒤 고객들이 이용하기까지 4 단계(제품기획, 유통, 가격, 프로모션)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업무 성취도가 높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
기획, 개발, 품질, 제작구매, 고객지원, 예산관리와 마케팅 등 업무영역이 다양해 복잡하고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러 부서와 자주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일을 하려면?
다양한 부서와 자주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니 친화력은 필수다. 의견 조율을 통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하므로 추진력도 필요하다.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마케팅에 관한 공부를
해두면 실무 적응에 도움이 된다.
3 단계 프로그래밍
김병철 연구원 / 오피스 2 팀 / 전자계산 전공
한쇼에 들어갈 서비스가 준비되었다면 제대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획팀과 스펙팀에서
요구한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개발하는 팀이다.
스펙팀에서 설명서처럼 적어준 육면체 회전효과를 실제 구현되도록 만드는 것. 경쟁 제품과 기술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개발에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도 문제없이 열리도록 혼환성도 신경써서 작업한다.
보람을 느낄 때는?
시장의 흐름에 맞는 최신 기술을 실제로 만들어 낸다는 자부심. 늘 세계 최고와 경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 그만큼 최신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
경쟁제품이나 기술이 무척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꾸준히 기술을 습득하고 노력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아이디어만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인력이 함께하고 손을 맞춰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이 일을 하려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공부하고 개발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 C++ 같은 컴퓨터 언어나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은 기본이다.
자료출처

http://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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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8/16

●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는 자동차관리법 제 2 조에 따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인프라 및 통신
기술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개념으로 센서 등으로부터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차량의 정밀한 위치와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돌
없이 안전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실현을 위한 주요 구성기술은 환경인식, 위치인식 및 맵핑, 판단, 제어,
인터렉션(HCI) 기술로 구성되며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동으로 운전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고성능 처리 SW 및 HW 플랫폼, 센서 등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2020 년~2030 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와 함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기술 개발로
Level 3~4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주행이 공개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에 적용된 다양한
운전자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술이 부분 자율주행기술로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한발짝 더 다가간 상황입니다.
현재 부분 자율주행기술은 고속도로 차선 자율주행 시스템(HDA, Highway Driving Assist), 혼잡구간
운행 지원 시스템(TJA, Traffic Jam Assist),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자율주차(APS, Auto Parking System)등 4 가지로, 향후 2020 년까지 자동차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자동 차선 변경과 교차로 주행기술이 추가되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상용화의 기술적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에 비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이동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이며,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R&D 보다는 상용화 및 제품 생산을 중점으로 개발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동적 맵, V2X, 3 차원 정밀지도, 사용자 모니터링, 휴먼 팩터 기술 등의 개발과
고장 진단 및 관리 기술, 클라우드 분석기술, 네트워크 보안 기술, 도로 및 인프라 관련 기술, 융합
서비스를 위한 기술 등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에 주요 기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저가의 라이더 센서 개발, 스테레오 카메라 기술
발전, 인공지능 기술 발전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과 차량의 통신(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 인프라와의 통신(V2I, Vehicle to Infra), 차량과 보행자간 통신(V2P, Vehicle to
Pedestrian) 등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며, 현재,
고속 전송과 전송 지원 특성을 가진 5G 를 이용한 V2X 기술이 개발 중인 상황 입니다.

자료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tionalrnd&logNo=221433933619&
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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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2/16

증강현실의 구현원리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 증강현실하면 "위치정보 +
전자나침판 + 중력(기울기)센서"의 기술을 사용한 서비스를 말하며 각각의 기술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위치정보(GPS 기술) : 사용자의 위치를 제공
디지털 나침판: 휴대폰이 향하는 방향을 제공
중력센서: 휴대폰의 기울어진 정도를 제공
그럼 조금 더 감을 잡기 위해, 이 세 가지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 증강현실이 이루어지는지
그 처리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 증강현실이 이루어지는 과정
밑에 그림은 증강현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기본적인 서비스 Flow 는 이와 비슷하다.

1) 위치관련정보 획득
증강현실 App 을 실행해서 아무 건물이나 비추면 휴대폰의 현재위치, 휴대폰이 향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기울어진 정도를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API(기능)를 이용해 얻는다.
예) 강남역에 위치한 곳의 GPS 정보(위도,경도)/휴대폰의 나침판방향/x,y,z 축 중력가속도
2) 위치관련정보 서버로 송신
획득한 위치관련정보는 위치정보 시스템으로 전송되는데 여기서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이유는
단말이 현재위치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강남역 에 위치한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바뀐 경우를 생각해보면 금방 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가능한 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3) 해당정보와 관련된 부가정보를 서버로부터 수신
서버는 휴대폰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부가정보를 파악해 다시 휴대폰의 증강현실
Application 에 전송한다. 예) 스타벅스관련 정보, 메뉴, 전화번호, 쿠폰 ...
4) 화면에 디스플레이
전송 받은 부가정보를 화면의 카메라 정보에 겹쳐서 보여줍니다.
자료출처

https://mobileandlife.tistory.com/entry/%EC%A6%9D%EA%B0%95%ED%98%84%EC
%8B%A4%EC%9D%98-%EC%9D%B4%ED%95%B4%EC%99%80-%EA%B5%AC%ED%98%
84%EC%9B%90%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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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3~16/16

개요
생산자동화(Production Automation)는 제품의 계획, 설계, 생산준비에서부터 생산의 제어, 관리 운용
등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좁은 의미로는 생산자동화, 유연성, 생산력 향상을 목적으로 로봇과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 설비를 통신, 운반 장비 등과 연결해 컴퓨터의 제어에 따라 다양한 크기,
종류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 조립, 검사, 포장하는 일괄생산 공정체제이다. 넓은 의미로는 자동창고,
산업용 로봇, 수치제어 공장 기계, 컨베이어, 무인 운송차, 품질검사 장치 등과 같이 생산 과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제품의 수주, 설계, 품질검사, 자재관리, 창고관리 등의
무인공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산자동화 시스템의 종류
생산 자동화 시스템은 제품의 종류와 부품의 개수 등에 따라 생산 형태를 분류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생산 자동화 시스템은 생산 형태에 따라 크게 고정 자동화, 프로그램 자동화, 유연 자동화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 고정 자동화 시스템
가공 또는 조립 작업의 순서가 장비 배열에 의해 고정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요구되는 작업
순서에 따라 특수 설계된 기계들을 배치한 시스템이다.
● 초기 투자비가 비싸다.
●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기 힘들다.
■ 프로그램 기능 자동화 시스템
가공 또는 조립 작업의 순서가 장비 배열에 의해 고정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요구되는 작업
순서에 따라 특수 설계된 기계들을 배치한 시스템이다.
■ 유연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 자동화 시스템을 확장하여 생산 제품의 변경에 따른 시간의 낭비 없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중앙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공구를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다양한 제품 조합의 연속 생산이 가능하다.
● 제품 설계 변화를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자료출처

http://doonaint.net/index.php/production-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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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4
/16

5~8
/16

평가기준(성취수준)

13~16
/16

평가도구

상

실생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체적으로 구상했으며
기초 소프트웨어 코딩을 능숙하게 했다.

중

실생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상했으나 내용이 미흡
자기/동료평
자기/동료평가
하며 기초 소프트웨어 코딩을 했다.
가지(학생용)

하

실생활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으
며 기초 소프트웨어 코딩 과정을 이해했다.

상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파악하고 아두이노 스마트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키트
의 개선점을 파악했고 인공지능과 미래사회의 모습을
상황극으로 능숙하게 표현했다.

중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파악하고 아두이노 스마트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키트의 개선점을 파
악하는데 미흡했고 인공지능과 미래사회의 모습을 상황
극으로 표현했다.

하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파악하고 아두이노 스마트
자동차를 제작하였으나 키트의 개선점을 파악하지 못했
으며 인공지능과 미래사회의 모습을 상황극으로 표현하
는데 주제 전달이 미흡했다.

상

도구를 이용해 증강현실을 성공적으로 체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사이 차이점을 구체적으
로 설명할 수 있으며 완성도가 높은 시나리오를 제출했
다.

중

도구를 이용해 증강현실을 성공적으로 체험했으나 가상
현실과 증강현실 사이 차이점 설명이 미흡하고 완성도
가 낮은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하

도구를 이용해 증강현실을 체험했으나 가상현실과 증강
현실 구분에 미흡했고 증강현실과 연관이 없는 주제의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상

자동화 기술의 의미와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레고 컨베이어벨트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으며 필
요한 영역에 적절한 자동화 기술을 구상할 수 있다.

중

자동화 기술의 의미와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고 레고
컨베이어벨트를 제작하였으나 자동화 기술 구상이 미흡
함.

하

자동화 기술의 의미와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으나 레고
컨베이어벨트의 완성도가 미흡하고 자동화 기술 구상이
미흡함.

9~12
/16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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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가. 자기/동료평가지(1~4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모둠활동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협력하였나요?
소프트웨어 기술의 의미와 발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였나요?
스크래치 코딩을 이해하고 주어진 목표까지 만들었나요?
모둠 내에서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였는가?
소프트웨어를 구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완성도 높은 스크래치를 제작하는데 기여하였는가?
제작한 스크래치의 완성도가 높은가?
설계한 소프트웨어가 구현가능성이 높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나. 관찰평가지(5~8차시)

번호

이름

적용
아두이노 키트를 제작하고

태도
파악한 개선점을 자율주행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다.
상
중
하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
상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다. 포트폴리오 평가지(9~12차시)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5

모둠별
평가
(50)

주제선정

주제에 대한 이해가 독창적인가?

내용연관성

시나리오 안에 증강현실이 잘 표현되었는가?

다양성

새로운 관점 표현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완성도

표현의 완성도가 우수한가?

모둠별 협동

모둠원 개개인의 분업이 잘 되었는가?
합계

모둠원(번호)
개별
평가
(50)

자기평가점수(10)
동료평가점수(20)
체크리스트(20)
합계

종합
평가
(100)

모둠별평가 점수
+개별평가 점수
상(80이상),
중(60이상),
하(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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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1

라. 관찰평가지(13~16차시)
지식
자동화 기술의 이해를
번호

이름

태도

바탕으로 기술을 구상할 수
상

있다.
중

자동화 기술이 필요한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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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부록_02 : 연구회 운영 및 교육활동 사진

STEAM 교사연구회 Meeting [천안 컨텐츠진흥원]

연구회 세미나 [서울 워커힐]

화학교과 STEAM 적용 실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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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성과발표 전시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학기 성과발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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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교수 협의회

컨설팅회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회의실)

학생 강의

2020년 10월 18일 연구회 특강

메이커 교육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S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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