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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인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미래사회
과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앞부분을 구성하는 단원들에서는 물리
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내용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있고 뒷부분에서 이들을 융합한
학습내용들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는 형식이다.
현대의 첨단과학은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전 분야의 과학이 융합하여 만들어지고 이런 결과
물이 공학과 결합하여 일상에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이 첨단과학에 관한 학습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등학교에서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STEAM교사연구회
에서는 작은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라도 학생들에게 첨단과학이 적용되는 과정이라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두이노(Arduino)로 알려진 최근의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은 저비용으로 학생들이 프로그
래밍 코딩법과 이를 이용한 로봇공학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게 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에서 아두이노를 수업시간에 학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근 과학계의 동향에 무관심할 수
가 없었던 것이 본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었다.
처음 코딩을 시작하고 아두이노란 단어도 처음 듣는 학생들과 학습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았
지만 무선조종을 통하여 모형 자동차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만족감이 증폭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본 학습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코딩 및 적용과정을 통해서 사물인터넷의 원리를 이해하고 단
일 보드에 불과한 아두이노 컨트롤러에 다양한 센서를 부착하여 여러 가지 무선 통신기기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이용하여 시각 또는 청각 장애
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차후 학생
들의 진로와 인성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STEAM 학습활동으로 재편성하여 과학적 호기심과 공학적 도구조
작능력 그리고 예술적인 활동까지 융합하는 학습활동으로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기존의 학
습활동을 창의성과 과학적 호기심, 예술적인 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STEAM 학습활동에 맞
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 융합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
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었다.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Ÿ

2015 통합과학 개정교육과정과 타 교과간의 연계된 학습활동 프로그램 개발

Ÿ

과학, 공학, 수학 그리고 예술영역이 융합된 분야의 진로설계에 대한 탐색 기회 제공

Ÿ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증진과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창의성, 과학적 호기심 자극, 사물
에 대한 예술적 안목과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Ÿ

첨단과학이 적용되는 사례와 아두이노를 활용한 코딩능력 배양 및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
해의 기회 제공

- 1 -

나. 연구의 목적
Ÿ

2015 통합과학 교육과정 중 미래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
용한다.

Ÿ

교실에서 학습한 교과 지식간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의 창출하고 이를 실제 생활
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Ÿ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과학적인 자료가 구축되는 방안에 대해서 이해한다.

Ÿ

일상에 숨은 과학적인 현상을 탐구하여 규명하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Ÿ

아두이노 개발환경을 이해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을 이끌어낸다.

Ÿ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에 관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Ÿ

기초적인 코딩학습활동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
다.

3. 연구 수행 내용
가. 연구의 범위
1)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적용된 연구교과 및 내용
아두이노 코딩 통한 생활의 안전을 돕는 장치개발

프로그램명
학교급
중심과목

STEAM
프로그램
구분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통학과학

중심과목
[고등학교] (9)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성취기준 영역

물리학
수학
연계과목
연계과목
미술
성취기준 영역
기술가정
차시
주제 연번
(시수)

개발 및
적용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물리] (3) 파동과 정보통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 도형의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미술] (2) 디자인과 생활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4) 창의공학의 설계
과목 연계(안)

1

1,2(2)

과학(2)

2

3,4(4)

과학(1) + 미술(1)

3

5,6(6)

과학(1) + 미술(0.5) + 수학(0.5)

7,8(8)

과학(1) + 미술(1)

4

2)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 STEAM 학습프로그램 세부 내용
물리학 – 파동과 정보통신, 수학 – 도형의 방정식, 기술·가정 – 창의공학의 설계, 미술
– 디자인과 생활 단원을 융합하여 STEAM 학습프로그램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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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신을 위한 전자기파의 영역 이해하기(물리학)
Ÿ

소리와 빛의 파동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하기

Ÿ

무선통신 또는 광학적 센서에 이용하는 전자기파의 종류 파악하기

② 창의적이고 미적 감각이 포함된 모형자동차 제작하기(미술)
Ÿ

독창적이며 여러 번 사용하여도 망가지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모형자동차
설계하고 제작하기

Ÿ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디자인관련 진로 및 적성 파악하기

③ 스마트폰과 모형자동차 연동하기(기술, 공학)
Ÿ

아두이노 모듈에 프로그램 코딩하기

Ÿ

모형자동차 조정용 스마트폰 앱 개발하기

④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서 수치 함수 처리하기(수학)
Ÿ

속도와 바퀴의 회전수 관계식 만들기

Ÿ

방향 전환에 따른 좌우 바퀴의 회전식 만들기

3) 메이커운동(Maker movement) 학습의 실제 적용 가능성 판단
Ÿ

무선 조정용 아두이노 모듈 프로그램 설계하기

Ÿ

아두이노 모듈 조정용 스마트폰 앱 개발하기

4)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STEAM 학습프로그램 개발
Ÿ

교과 내용에 포함된 STEAM학습 요소 추출하여 정규교과시간에 적용하기

Ÿ

수시전형에 필요한 대학 입학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및 프로젝트 학습에 적합
한 탐구활동 주제 선정하고 학습프로그램 구상하기

Ÿ

서울시 과학축전 융합체험마당 부스 운영을 통한 교육봉사 활동으로 교과영역의 학
습활동을 비교과학습활동과 연계하기

나. 교과교육과정 관련 내용
1) 2015교육과정과의 연계성
Ÿ

2015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단원 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단원과 연계

Ÿ

2015 과학탐구실험 Ⅲ. 첨단 과학 탐구 단원 중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장치 고안하기’
관련 탐구실험 수업과 연계

Ÿ

2015 미술교육과정 주제와 발상 영역 중 발상과 표현 단원과 연계

Ÿ

과학, 수학, 미술,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과정 포함 요소의 융합을 연구과정에 포함

2) 교과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및 기대효과 분석
STEAM 학습프로그램의 내용을 교과영역 내용과 학습효과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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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교과 영역별 적용내용 및 학습효과
학습

내 용

영역
Ÿ
과학

기술
공학

학습효과

전자기파로 설명되는 다양한 빛의 종류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이외의 적외
선, 자외선, 전파 등도 빛과 같은 성질을

특성에 관한 이해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람의 표현함

Ÿ

불루투스 통신의 과학적인 배경

Ÿ

무선신호에 사용되는 파동에 대한이해

Ÿ

무선통신 및 불루투스 신호에 대한 능동

Ÿ

적인 접근성 향상
기초적인 공학도구 설계와 아두이노 모듈

Ÿ

아두이노 공학 모듈에 대한 이해

에 사용된 부품의 기능에 대한 지식 획

Ÿ

아두이노 프로그램 코딩 및 적용

득 및 활용가능성 배양

Ÿ

아두이노 자동차 키트의 조립

Ÿ
미술 Ÿ

무선자동차의 외관 디자인하기
독창성과 예술성이 포함된 자동차 모형

Ÿ

Ÿ

아두이노 자동차의 전진 후진 및 방향 전

Ÿ

환 코딩 작성완료
예술성과 편리성의 조화로운 인포그래픽
작품제작에 대한 흥미 유발

Ÿ

창의성과 실용성이 융합된 자동차 외관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수식에 대 Ÿ

작에 대한 관심 증가
자동차의 전후진에 관련된 수학적 프로그

제작

수학

Ÿ

한 이해
Ÿ

램 완성에 대한 자신감 획득

과학적인자료를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로 Ÿ

수치자료를 시각적인 자료로 변환할 수

표현하기

있는 학습능력 배양

다. STEAM학습과정 관련 내용
1) STEAM 학습 방법에 따른 단계별 학습목표 및 내용
STEAM 학습 방법의 단계로 제시된 상황제시 –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 단계는 기
존의 과학교육방법인 동기유발 – 전개 – 평가 및 차시 예고 단계와 유사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다소 있다.
학생들에게도 지식과 관련된 학습보다는 학습의 과정과 학습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학습동기를 유
발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2> STEAM 학습 단계별 학습 목표와 내용
단 계

학습 목표 및 내용
Ÿ

문자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원
리를 이용한 것일까?

상황 제시

Ÿ

대기가 없는 달에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Ÿ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하는데 전파를 이용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Ÿ

빛과 소리의 차이점과 유사한 점을 나열해 볼까?

Ÿ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운전자가 정말 필요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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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두이노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이해하고 바퀴를 회전시키는 기본
적인 코딩을 할 수 있다.

Ÿ

학생들에게 주어진 재료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Ÿ

기본적으로 제공된 아두이노 모듈에 필요한 구성품 이외에 필요한
요소들과 그 목적을 메모해둔다.

Ÿ

아두이노 모듈을 사용한 모형 자동차를 제작하고 움직이는 효과가
다른 조와 다르게 나타나도록 프로그램을 코딩한다.

창의적

Ÿ

설계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모형 자동차의 외관 디자인에 독창성이 반
영되도록 노력한다.

Ÿ

모형 자동차의 외관을 제작하는데 튼튼하지만 만들기 쉬운 재료가
무엇인지를 찾아본다.

Ÿ

실제 자동차의 외관의 색상이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게 제작되는데
그 이유는 무언인지를 탐구하고 적절한 색상의 조합을 찾아낸다.

Ÿ

무선으로 조정할 경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찾아보고 무선신호가 원
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Ÿ

아두이노 모듈을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보고 응용이

Ÿ

가능한지를 파악한다.
학생들이 만든 모형자동차를 가지고 모터쇼를 개최하고 준비 및 운
영을 통하여 실제 모터쇼를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Ÿ

모형자동차 모터쇼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을 칭찬하고
추후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과정을 기록해준다.

Ÿ
감성적

학생들이 만든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연할
수 있도록

체험

전시하고 우수한 작품에 스티커를 붙여 학생들의 반응

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Ÿ

학생들이 조별활동과정을 유튜브(Youtube.com)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고 일반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Ÿ

학습의 과정 및 결과가 정규 평가에 반영되어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평가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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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학생연구회 대상 STEAM 학습의 차시별 흐름도

그림 1. STEAM 학습프로그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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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프로그램의 융합 교과의 구성
연계
교과
기술
가정
물리

미술

수학

학습활동 내용

준비물

조력 교과

아두이노 키트
모형자동차

물리

빛/소리 센서

기술가정

Ÿ
Ÿ
Ÿ
Ÿ
Ÿ
Ÿ

아두이노 프로그램 코딩 학습 및 적용
무인자동차 기술에 대한 이해
자율 주행용 모형 자동차 키트 제작
빛과 소리의 파장에 관한 이해
음파를 이용한 신호전달
전자파를 이용한 신호전달

Ÿ
Ÿ
Ÿ

모형자동차를 이용한 미술작품 제작
모형자동차 키트
자동차를 이용한 대형 미술작품 제작 방안에 탐구
기술가정
미술도구
원격 기술을 적용한 미술작품 제작방안 탐구

Ÿ

코딩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기하, 벡터, 수식에 대
한 학습 및 적용

그림 2. STEAM 학습프로그램 교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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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술가정

라. STEAM학습 주제 관련 이론적 배경
1) 아두이노(Arduino)
아두이노(이탈리아어: Arduino 아르두이노)는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소스를 기반
으로 한 하나의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칭하는 단어이다.
2005년 이탈리아의 IDII(Interaction Design Institutelvera)에서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디자인 작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하려고 고안된 아
두이노는 현재 제품으로 만들어져 많이 판매되고 있다.
아두이노는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
장치들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임베디드 시
스템 중의 하나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IDE)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실행코드 업로드도 제공한
다. 또한 어도비 플래시, 프로세싱, Max/MSP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다.

아두이노 CC사에서 만든 아두이노 모델

본 학습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

Arduino Uno SMD R3

Arduino Bee

그림 3. 아두이노 모듈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쉽게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AVR1)프로그래밍이 AVRStudio와 WinAVR(avr-gcc)의 결합으로 컴파일하거나 IAR
E.W.나 코드비전(CodeVision)등으로 개발하여, 별도의 ISP 장치를 통해 업로드를 해야 하
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비해 아두이노는 컴파일된 펌웨어를 USB를 통해
쉽게 업로드 할 수 있다. 또한, 아두이노는 다른 모듈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윈도를 비
롯해 맥 OS X, 리눅스와 같은 여러 OS를 모두 지원한다. 아두이노 보드의 회로도가 CC
L2)에 따라 공개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직접 보드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다.
아두이노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장난감 회
사 레고는 자사의 로봇 장난감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북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회사 포드는 아두이노를 이용해 차량용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차량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오픈XC라는 프로그램을 선
보이기도 했다.

1) AVR(Automatic Voltage Regulator)은 우리말로는 자동 전압 조정기라고 할 수 있다.
2)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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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서(Sensor, 감지기)
열, 빛, 온도, 압력, 소리 등의 물리적인 양이나 그 변화를 감지하거나 구분 및 계측하여
일정한 신호로 알려주는 부품이나 기구, 또는 계측기. 인간이 보고 듣고 하는 오감을 기계
적 · 전자적으로 본떠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동작을 감지하거나 소리에 따라 반응
하거나, 누르는 힘에 따라 반응하는 등 그 활용 범위는 매우 넓다. 센서의 종류에는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유량 센서, 자기 센서, 광 센서, 음향 센서, 미각 센서, 후각 센서 등이
있다. 고속도로에 차량이 진입하면 통행 카드가 나오거나, 교실의 화재 감지기, 현관의 자
동 점멸등, 어두워지면 켜지는 가로등 등이 간단한 센서의 예이다.3)
Ÿ

아두이노 적외선 센서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을 이용한 센서로 외부 물질로부터 방사된 적외선이 센서 내의 자

발 분극을 갖는 물질의 분극을 변화시켜 외부 자유 전하를 발생시킴으로써 외부 물질을
감지한다.

그림 4. 아두이노용 적외선 센서와 센서의 감지원리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의 빛을 발생시키는 LED로 구성된 발광부와 적외선을 감지하는
빛 센서인 수광부로 나누어지는데. 발광부에서 나온 적외선이 물체에 반사되어 수광부에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수광부에 들어오는 전압의 양이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외선
센서는 포토 트랜지스터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트랜지스터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전류가
흐르게 하거나 또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포토 트랜지스터는 빛의 양을 감
지해서 지나는 전류의 양이 정해지게 된다.
그림 4에서 보이는 것처럼 빛은 사물에 부딪히면 반사되고 이렇게 반사된 빛은 빛센서
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반사된 적외선만을 감지하여 움직임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가
있고 그림5처럼 밤에 적외선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태를 구별하는 데에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도 있다. 후자의 경우 모든 사물이 스스로 적외선을 방출하고 대상은 온도에 따라 파
장이 변하는 것을 이용한다.

3) 「Basic 중학생을 위한 기술·가정 용어사전」의 내용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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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적외선 센서로 보이는 모습 (출처)
그림 5와 같이 고온은 붉은 색으로, 저온은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그림 4의 움직임 센서
에서 사물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방출해 반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이유는 움직임의 변화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으로 빛을 방출하고 반사되는 적외
선을 측정하는 센서가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측정하기에 좋다. 움직임
감시기에 적외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비교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analogue-digital converter, ADC)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비교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광부의 출력 전압을 기준 전압보다 큰 경우와 낮은 경우로 나누어 신호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흰색과 검은색을 검출하는데 유용하므로 라인트레이서 제작에 이
용된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사용할 때에는 아날로그 값인 수광부의 출력 전압을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통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시킨다. 비교기와 달리 반사되는 적
외선의 양을 세분화 할 수 있으므로 마우스의 거리탐지에 이용된다.
[출처 물리학백과사전]

- 10 -

4. 연구 수행 결과
가. 연구 수행 결과 개요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8차시

수업 적용 일정

2019. 4 . 23 . ~ 2019. 11. 16.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학생 태도검사

풍문고등학교 242명(고등학교 1학년 전체)
풍문고등학교 STEAM 학생연구회 21명

사전검사

5월 1개 학급(21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11월 1일, 1개 학급(21명) 실시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11월 10일 실시
9월, 1회 수업공개 수행
2019.10.12. ~ 13 서울과학축전 융합체험마당 참가

논문 또는 학술대회

현장과학학회 연구자료 게재 예정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나. STEAM 학습활동 결과 분석
1) STEAM 학습에 따른 학생들의 지적능력의 발달 정도
① 고등학교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 증가
Ÿ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하고 각 전자기파의 활용에 대한 이해 및 적용능력 향
상

Ÿ

공학적인 디자인과 미적인 디자인을 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능력 확장

Ÿ

속도제어를 위한 바퀴의 회전수와 관련된 수식적용에 따른 수학적 개념의 적용능력
향상

② 과학기술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방안과 관련된 긍정적인 인성 형성
Ÿ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를 통한 정의적인 영역의 능력 배양

Ÿ

4차 사업혁명과 관련된 요소 중 인간중심적인 내용 추출 및 적용능력 향상

Ÿ

최근 주목받는 자율자동차와 생명윤리 관련 토의 기회 제공

③ STEAM교육활동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 부여
Ÿ

모형자동차 디자인 학습을 통한 관련 진로에 대한 적성 파악기회 제공

Ÿ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실생활도구 및 학습도구제작에 대한 관심유발을 통한 제조업
에 대한 이해와 적성 정도의 파악

Ÿ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산업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관련 직업에 대한 탐구기
회 제공

Ÿ

학습활동에 수반된 자신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탐색 기회 제공

④ 학생과 교사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증가
Ÿ

STEAM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교사·학생들의 관심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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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정교과의 지식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관심 증가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관심 증가

Ÿ

STEAM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진학에 연계하려는 교사들의 참여 증가

다. 메이커활동이 접목된 STEAM프로그램 운영 결과
1) 아두이노 모형자동차 모형 외관 제작과정
지동차의 외관을 디자인하는 것은 자동차 전문가들이나 공학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는 단순하게 외형을 특이하거나 보기 좋게만 꾸민다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기역학적인 설계와 내부부품의 배치에 따른 외형의 반영 그리고 사
람들의 탑승공간을 고려한 다양한 요소들이 디자인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들에 관련된 학습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
들에게 전문적인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는 아두이노 모듈 키트에 맞고 일반적인 차량의 외관을 적용하되 자신만의 느낌과 독창성을
살려서 모형 자동차의 외관을 꾸며보도록 유도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색지와 하드보드지 그리고 우드락을 사용하여 모형 차의 외관을 꾸며 보도
록 지도하였다. 드림 6에 제시된 세가지의 사진은 학생들이 모형자동차의 외관을 꾸미기 위
한 초기단계에서 시험적으로 만들어 본 모양이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
었고 차의 외관 디자인이 차의 기본적인 구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6. 시험용으로 제작한 천체망원경과 연결이 가능한 디지털 분광사진기와 제작도면
이 과정에서 자동차 외관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현대의 차들의
모양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제작되는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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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림 6의 네 번째 사진은 학생들이 서울과학축전 융합체험마당의 부스 운영자로
활동을 할 때 만들었던 3D 홀로그램 투영장치이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를 사용할
스마트폰의 모양에 따라서 투영장치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고자 하는 물품이 목적에 맞는 기
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최근 강조된 메이커교육에서는 독특하고 예쁜 모양의 개발품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적에 맞는 기능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본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체
득하게 되었다.
2) 3D 홀로그램 투영장치 만들기
스마트폰 영상을 이용한 3D 홀로그램 투영장치는 본교의 STEAM연구회 동아리 학생들이
2019년 서울과학축전 융합체험마당에 부스운영자로 참여하여 부스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활
동을 통한 학습활동의 한 방편으로 방문객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제공한 간단한 홀로그램
투영기이다. 부스방문객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였다.
이날 학생들이 만든 견본을 앞쪽의 그림 6의 네 번째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홀로그램 영
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의 전후좌우 네 방향에 삼각대에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하
고 동시에 촬영하여야했다. 학생들은 기종이 같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사용하였
고 촬영 신호에 맞춰서 약 10초간의 영상을 촬영한 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
면의 동영상을 한 장의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그림 7. 홀로그램영상을 촬영 중인 학생들과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과 편집에 대한 기초적인 기능을 익힐 수 있었고 입체
적인 3D 영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4방향의 동시성이 있는 영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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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영상은 최근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광고와 가상 공연뿐 만 아니라 원
격 의료 진료와 같은 첨단 과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들이 만든 홀로그램 영상과 투영장치는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홀로그램영상 제작과정에서의 독창성과 예술성 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활
동이었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홀로그램의 이론과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학생들 자신이
이와 관련된 지식을 숙지하고 이해해야만 했었다.
학생들은 부스운영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만족감을 느꼈
고 홀로그램 투영장치를 방문객과 같이 만들면서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산출물을 만
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메이커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라.

STEAM 학습프로그램의 적용현황 및 검증
STEAM학습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나 수행 후 나타나는 학생 및 교사들의 지적, 정
의적 영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상호관계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그림 8. 학생-교사간의 평가 방법과 검증방법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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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학습프로그램의 적용 및 검증 현황
적용대상

적용 시기 / 횟수

(학생수)
풍문고등학교
1학년 12개

5월 ~ 11월

반

12개반 × 4회

적용 방법

비고

과학 및 타 교과와의 블 정규시간
록타임 적용 정규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활용

(약 280명)
풍문STEAM

6월 ~ 10월

학생연구회

1개반 × 4회

(20명)

동아리활동 시간 및
여름방학 전일활동을 활
용한 집중학습 활동

방학

중에는

학생별

탐구과제로 수행

2) STEAM학습프로그램 적용 평가표
Ÿ

자기 평가
평가항목
지식

평가내용 및 기준

학습개념

아두이노 모듈을 사용한 모형자동차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작동시키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모형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와 다른 구

창의성

조와 기능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는지를 나열하시오
STEAM학습활동을 통하여 다른 학생들과 협력해서

협력

얻어낸 탐구활동 결과물이 3개 이상이다.

흥미
/태도

평점

STEAM학습활동을 통하여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칭

만족도

찬을 받은 횟수가 3회 정도는 된다.
STEAM학습활동의 장점을 3가지 정도 나열하고 다

학습태도

1 / 2 / 3
1 / 2 / 3
1 / 2 / 3
1 / 2 / 3

음 학습활동도 이런 방식의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1 / 2 / 3
생각한다.
합 계

Ÿ

모둠별 동료평가(모둠 평가판에 스티커 붙이기)
모둠
평가항목
지식

A

B

발표
참여도

흥미/태도
협력
결과물의 완성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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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Ÿ

산출물 평가(교사평가)
평가항목
완성도
산출물

독창성
예술성

평가내용 및 기준

평점

STEAM활동을 통한 산출물이 견고하며 학습 주제에
대한 표현이 반영되었는가?
다른 모둠이나 기존의 산출물을 모방했는가?

1 / 2 / 3

1 / 2 / 3

자신만의 새로운 요소가 표현되었는가?
산출물이 정교하면서도 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아
름답게 보이는가?

1 / 2 / 3

합 계

Ÿ

관찰 평가(교사평가)
영역

평가 내용 및 기준
1. 학습대상을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3분

평점
회

을 초과한 횟수
2. 학생이 학습 테이블에서 수업과 상관없이 이탈

회

한 횟수
3. 조별활동에 참여하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

명

학생 수
4. 3명 이상의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습활동
에 대한 토의를 한 횟수
5. 실험 조 전원이 테이블에 앉아 학습활동을 한

의견란

회
분 초

시간 및 횟수

회

6. 학습활동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횟수

회

1. 학습활동 주제와 관련된 질문횟수

회

2. 학습활동과 관련된 그림 또는 표를 제시한 횟수

분

3. 교사의 질문에 적합한 답을 한 횟수

회

4. 학습활동 주제관련 발표 시간 및 횟수
5. 추가 학습자료 요청횟수
6. 학습 활동과 관련된 학습자료의 오류를 찾아내
거나 문의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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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회
회
회

3) STEAM 교과과정요소에 따른 검증요소
검증내용

검증 주제

학습 과정

센서에

이용되

전자기파의 파장 는 적외선
에 따른 특성과
이용(과학)

검증

검증 요소
Ÿ

도구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의 특성과 지구
에 피치는 영향 인지여부

Ÿ

활동지

적외선이 방출되는 물체의 특성 파악여부

빛의 반사와 굴 Ÿ

빛과 소리의 파장과 특성 분석 인지정도

절

Ÿ

반사·굴절에 관련된 스넬의 법칙 인지여부

Ÿ

자동차 외관 디자인에 맞는 모형제작 성공

모형 자동차 디
자인

학습

여부
Ÿ

모형자동차 디자

외관 모형의 견고성 정도
기존 자동차의 외관 모양의 차별성 정도

작 결과물의 독 Ÿ

다른 학생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은 정도

창성

Ÿ

디자인과 기능성의 타당성 정도

Ÿ

코딩한 프로그램이 계획한 목적에 맞게 작

래밍 및 코딩적
용(공학, 기술)

프로그래밍의
적절성

서브모터의 회전
수를

조절하는

관계식
학)

수립(수

수식의 적절성

활동지

산출물

인 및 제작(미술) 모형 자동차 제 Ÿ

아두이노 프로그

학습

산출물

동하는지의 여부

산출물

Ÿ

모형자동차의 정지, 회전, 후진이 가능한지 조작

Ÿ

의 여부
회전방향을 조절하여 전진과 후진의 관계
식 산출여부

Ÿ

산출물

모터의 회전속도 조절을 통하여 방향을 전 조작
환할 수 있는 관계식의 산출여부

4) STEAM 학습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STEAM학습프로그램의 수행결과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은 방식
으로 검증을 수행하였는데 학생들이 작성하는 설문지 조사 방식과 교사들이 학생들의
활동은 관찰하여 기록하는 관찰기록법 등 학습 참여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연번

검증자료 제목

1

2016 STEAM교사연구회 활동에 관한 설문지

2

STEAM교수･학습활동 관찰기록 양식

3
4

검증 방법

조사대상

설문지

교사

관찰기록지

교사

STEAM교수･학습 개선방안 설문지 양식(학습활동영역)

설문지

학생

STEAM교수･학습 개선방안 설문지양식(학습목표성취영역)

설문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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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STEAM학습활동 만족도에 관한 설문자료를 인쇄하여 학생
들에게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STEAM(융합인재교육) 만족도 검사지(중등학생용)
※ 다음은 ‘학생들의 STEAM 교육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하는 내용의 번호 또는 □ 위에 ü 표시하거나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여자

□ ② 남자

3. 학년

□ ① 1학년

□ ② 2학년

2. 학교급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③ 3학년

1. STEAM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③ 보통이다

2. STEAM 수업은 재미있었나요?
□ ① 전혀 재미없다

□ ② 대체로 재미없다

□ ④ 대체로 재미있다

□ ⑤ 매우 재미있다

□ ③ 보통이다

3. STEAM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③ 보통이다

4. STEAM 수업의 내용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어렵다

□ ② 대체로 어렵다

□ ④ 대체로 쉽다

□ ⑤ 매우 쉽다

□ ③ 보통이다

5. 기존의 수업과 오늘 참여한 STEAM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개만 고르세요.
□ ① 수학, 과학, 기술 등 여러 과목을 관련지어 배울 수 있다
□ ② 학생 중심의 활동이 많고, 선생님의 설명은 많지 않다
□ ③ 친구들과 협력해서 수행하는 모둠별 활동이 많다
□ ④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해야 한다
□ ⑤ 과학, 수학 수업시간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 ⑥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⑦ 기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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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TEAM학습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1) 교과학습발달사항 교과세부능력 기재(과학교과)
Ÿ

아두이노 모듈을 사용한 모형자동차를 제작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코딩함. 이 활동을 통하여 독창성과 정교성이 뛰어나고 예술성이 포함된
산출물을 만들어내어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음(과학적 기반의 융합적사고력)

Ÿ

아두이노 프로그램 코딩과 스마트폰 블록코딩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본인의 재능이
있음을 알고 진로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는 계기를 가짐(과학적 지식의 융통성)

Ÿ

적외선센서를 이용한 원격 무선제어를 통해서 전자기파의 특성을 실제적으로 이해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시각 또는 청각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장치를 고안하는 등 인성 발달의 기회를 가짐(과학적 기반의
융합적사고력)

Ÿ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아두이노 모듈에 이식하여 작동여부를 알아보는
학습활동에 같은 모둠의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함(과학적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력)

2) 교과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내용 및 학습효과 안내
학습

내 용

영역
Ÿ

학습 효과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특성에 대한

Ÿ

서 활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빛에 대

탐구활동과 이를 일상에 적용한 사례
과학

에 대한 연구조사
Ÿ

자동차에 적용된 과학기술에 관한 학

해서 쉽게 이해함.
Ÿ

습활동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해결해
야 될 과제에 대한 탐구
Ÿ

교과서적인 지식을 넘어 실제 생활에

과학과 인문학이 결합된 형태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융합적인 사고력의 증
가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문제 인

식 증가
자동차를 구성하는 기본 부품과 이들 Ÿ 자동차의 내부구조와 외형이 특정한
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산업공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만하는 이유에

기술

학계의 노력에 대한 잠재적인 학습

대해 인식하게 됨

공학 Ÿ

아두이노 모듈의 학습을 통한 확장능 Ÿ

미술

Ÿ

수학

력 배양 및 앱 인벤터를 이용한 스마

딩능력의 향상과 앱 인벤터를 사용

트폰 앱 개발

한 블록 코딩 방법 숙지

모형자동자의 외양을 창의적이고 예 Ÿ
술적으로 디자인하기

Ÿ

목적에 맞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이해
도 증가

모형자동차의 전진, 후진, 방향전환을 Ÿ
할 수 있는 공식의 개발

Ÿ

아두이노 모듈을 활용할 수 있는 코

서보모터를 활용한 방향전환이 수식
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인식

과학적인자료를 다양한 종류의 그래 Ÿ
프로 표현하기

수치자료를 시각적인 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학습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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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TEAM교사연구회 활동 결과
구분
STEAM학생연구회 발표회
2019 서울과학축전 융합체험마
당 부스운영 참여
STEAM학생연구회 작품전시회

활동 내용

일시

스마트폰 앱 제작 결과물 발표회

9월4주

3D 홀로그램 투영장치 만들기

아두이노 모형자동차 전시회

10월
12~13일
11월 2주

장소
교내
서울시
과학전
시관
교내
르메르

2019 STEAM 성과발표회

발표회 참석

11.26.(화)

디앙
호텔

한국현장과학회 연구물 게재
연구 결과물 공유 및 교내 연
구발표회

아두이노 모형자동차 제어를 위
한 스마트폰 앱 개발
STEAM연구회 연구결과물 주제

12월~2월

예정

12월 중

예정

5.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2019년 STEAM교사연구회의 활동을 마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산물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외에 부수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가장 가시적인 것은 STEAM교육을 매개체로 한
학생들과의 소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STEAM연구회 소속교사들이 꾸준하게 관련 교육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었다.
첫째에 해당하는 학생들과의 STEAM교육을 통한 소통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습할 수 없
는 주제를 가지고 7개월 정도의 시간동안 꾸준하게 학습활동을 할 수 있었던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아두이노 모듈에 대한 정보와 앱
인벤터를 사용한 스마트폰의 앱개발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습하기는 어려운 주제이다. 이
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과 요구는 있지만 이를 학습할 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어렵게 수업시간을 구성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할애하여 8차시 분량을 학습활동을 하고
학습지도안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실이라기보다는 과장해서는 연구실과 같은 분위기를
재현한 과학실에서의 활동은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1년 주기의 STEAM활동이 마무리 되어가는 즈음에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은
그간의 활동이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웠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여러 교과목의 교사들이 한 가지 주제로 가지고 탐구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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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의 관계 증진과 학문적 시너지효과를 들 수가 있다. 학교의 환경은 교과목과 행정부서
단위로 교사들이 교류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교사 또는 다른 학년을 담당하
는 교사들 사이에 교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STEAM교육활동을 통하여 서로 다른 교
과와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동일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서 다른 교사
들로 부터도 관심을 받게 되는 등 학교내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STEAM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 융합인재 교육 프로그
램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개발된 STEAM 교수･학습프로그램의 적용
을 통하여 기존의 실험･실습 수업과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개선된
STEAM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2019년 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생 뿐 만아니라 교사들도 아두이노 프로그래밍과 앱 인벤터를 이용한 스마트폰의 앱 개
발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나. 학생들이 아두이노 모형자동차를 직접 만들고 제어용 프로그램 코딩을 해봄으로서 최근
미래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발하고 자동차
공학 및 디자인에 관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었다.
다.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적용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
며 STEAM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STEAM교사연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라. 과학과 공학기술, 예술의 영역을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학습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습득하였으며 학생들에게 STEAM수업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확인하였다.

나. 제언
STEAM 교사연구회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지식전달위주의 학습에 길들여진 학생들과 교사들이
STEAM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지식의 핵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게도 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과 맞지 않아 시간을
조정하거나 학습계획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2019년 STEAM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해야 될 현상들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STEAM 교수･학습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시간 조정 및 교사팀 구성
본 STEAM 교수･학습프로그램의 적용은 동아리활동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였다.
학습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편성된 학습시간표를 조정하려니 여러 교과의 시간
표를 조정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교사의 교과와 시간이 연계될 수 있
도록 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따라서 STEAM 교수･학습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
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STEAM 관련 교과를 블록타임을 묶는 시간표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해야만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팀에 속하는 교사들과 2시간 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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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수업으로 팀을 이루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 STEAM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교과와의 연계성
스펙트럼은 과학교과와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스펙트럼 악기 만들기도 음악
의 음정과 현악기 제작과 관련되어 학생들의 교과 연계성에 문제가 없었으나 제작과정에 해
당되는 기술, 공학관련 교과는 학생들이 교과와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

히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나 내신 성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교과와의 연관성이 확실한 것을 요
구하였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형태로서 참여를 유도할 수 는 있었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적극
적이지는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 교과영역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다. STEAM 교수･학습프로그램 준비 및 평가
STEAM 교수･학습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기존의 수업형태는 교과서와 동영상자료 또는 간단한 실험기구가 활용되는 정도였
으나 STEAM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많은 장비와 도구, 자료 등의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았으
며 교과 영역 별로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평가

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평가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더니 학생들의 참여
도가 소극적이었다. 학습의 결과가 동일하게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일괄적으로 적용
되던 평가방식의 틀을 벗어나야했으나 학생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결과의 평
가보다는 과정의 평가로 전환하였으나 STEAM 교수･학습프로그램의 특성 상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STEAM 교수･학습프로그램은 평가를 하지
않는 학습활동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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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학습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고등학교 통합과학·기술·가정·미술 STEAM 프로그램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2/8

2

3~4/8

3

5~6/8

4

7~8/8

(중심과목)
(연계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성취기준 영역
[10통과09-05] 물질에서 방출되는 빛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기술·가정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기가.0312-1] 융합적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체험 활동을 통해 이해하
고, 수학, 과학, 공학, 예술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점에서 융합

과학, 미술

적 기술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가.0312-1] 혁신을 통해 인류 사회를 혁신시켜온 기술의 영향과 역

과학

할을 역사적인 기술 사례를 들어 분석할 수 있다.
[12미01-02]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시각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기술·가정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8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Co

무선 통신에 사용하는 신호에 대한 이해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무선통신이 가능할까?

1~2
/8

Ÿ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신호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것일까?

Ÿ

GPS 신호를 거울로 반사할 수 있을까?

CD

Ÿ

무신통신에 이용되는 파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적용사례를 파악한다.
우리가 대화는 음성도 무선통신의 기본적인 예임을 알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
방법을 주변에서 찾아본다.

Ÿ
ET

Ÿ

적외선 센서의 사용사례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토의한다.
학습 조별로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학생들이 수행한 다양한 무선통신 방법의 장점을 발표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부여한다.

주제(단원)명
Co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적용 및 코딩의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계를 제어하는 과정은 어떤 원리일까?

Ÿ

가장 기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3~4

Ÿ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인공지능을 실현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8

CD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모터의 회전속도와 방양을 조정한다.

Ÿ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에디터 창에 대한 이해하고 사용법을 익힌다.

Ÿ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언어가 C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간단하고 중요한
몇 가지 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기계를 제어하는 모듈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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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아두이노 모듈을 사용한 자동차 조립키트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작한다.

Ÿ

학생들이 자신이 완성한 자동차 조립키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로봇공학의 기초를 학습
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주제(단원)명
Co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앱 제작하기

내가 제작한 자동차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Ÿ

자동차 외에 내가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Ÿ

스마트폰으로 조종이 가능한 드론을 만들어 보자

CD

주어진 아두이노 자동차 키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무선
조종 프로그램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5~6

Ÿ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모형을 제작하여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나타나도록 한다.

/8
Ÿ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스마트폰으로 조종이 되는지 확인한다.

Ÿ

진행경로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스스로 피해가는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Ÿ

소리에 반응하는 센서를 사용하여 소리로 조종이 가능한지를 파악한다.

Ÿ

완성된 무선 자동차의 외관을 어떻게 꾸밀지를 계획한다.

ET

Ÿ

학생들이 제작한 무선 자동차 경주대회를 실시하고 우수 학생에게 보상을 한다.
학생들이 제작한 자동차의 주행기록과 성능을 포스터로 전시하고 우수한 작품에 스티커를
붙여 학생들의 반응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주제(단원)명
Co

무선 자동차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외형 꾸미기

어떤 모양의 자동차 외관을 꾸며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

Ÿ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외관을 꾸미기 위해서는 어떤 컨셉이 필요할까?

Ÿ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디자인을 모방하여 똑같이 만들어 볼까?

CD

학생 자신의 개성과 예술성 그리고 기초적인 인공지능이 반영된 자동차모형을 제작한다.

Ÿ

작은 모형 자동차이지만 공기역학을 적용한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
하고 그 결과를 외형 디자인에 적용한다.

7~8

Ÿ

/8

공기역학을 적용하여 공기의 저항이 적게 디자인하기 위한 공기저항 판단 실험 장치를 구
안한다.

Ÿ

공기의 저항이 작고 미적으로 보기 좋은 디자인 스케치를 2장 이상을 완성한다.

Ÿ

외관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인 색상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점검한다.

Ÿ

자신의 특징을 보일 수 있는 앰블럼을 디자인해서 모형 자동차에 부착한다.

ET

학생들이 제작한 자동차들로 모터쇼를 열고 안내서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Ÿ

학생들이 실제 자동차 모터쇼를 개최하는 느낌에 빠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Ÿ

자신만의 모터쇼 부스를 운영하여 자신의 진로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내어 진로를 결
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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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1_1) STEAM 프로그램 1~2차시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통합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1. 물질과 규칙성

영역
주제(단원)명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신호의 이해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고등학교/1 학년
[10통과09-05] 물질에서 방출되는 빛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을 설명할 수 있다.
1~2(100 분)/8

• 주변에서 통신에 상용되는 파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소리와 빛의 차이점을 파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전자기파의 종류를 파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연계과목

STEAM
요소

• GPS 수신장치와 적외선 센서의 원리를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기술
[기가.0312-1] 기술의 융합
성취기준 영역

S

빛의 성질과 이용

T

무선통신 방법과 적용사례

E

무선통신 장치의 종류와 센서에 대한 이해

A

통신장치에 적용된 디자인의 분석

M

가시광선의 굴절 공식 도입

개발 의도

Ÿ

과학교과학습활동을 통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Ÿ

소리와 빛의 전달 조건이 다름에 대한 이해와 전달 매질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Ÿ

일상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장치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에 대한 자신감 부여

파동의 전달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무선통신이 발달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본 차시를 준비하였다.
안테나에서 전파는 어떻게 퍼져나가는 지 물결파 실험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물결파를 발생시켜
전파하는 모양을 관찰하기 위하여 수조에 물을 가득 담고 작은 돌멩이를 실에 매달아 수조 한가운데에
놓는다. 돌멩이를 수면 위아래로 움직이며 물결파를 만들고 물결파가 퍼지는 모양을 관찰한다.
전파가 발생하는 안테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테나 안에 들어
있는 전자가 물결처럼 파동치면 안테나 주위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이 전파이며
진동수가 낮은 빛에 속한다. 안테나 속에 있는 전자가 수조에 물결파를 일으키는 돌멩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무선통신에서 사용하는 안테나 길이는 전자기파 파장의 1/2 길이일 때 가장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과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활동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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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1.

외계에서

오는

전파신호를 포착하여

외계와

교신을

한다는

내용의

영화

‘Contaact’의 외계신호 포착장면이 포함된 부분을 시청한다. 
1) 전파는 먼 거리를 이동해도 신호의 크기가 감소하지 않는가?
Ÿ

Co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외계신호를 탐색하는데 전파망원경을 사용하는지 인터넷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토한다.

Ÿ

영화에서 전파신호를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파의 파장을 소리의 진동수로
바꾸는데 문제는 없는 것일까?
Cantact,

도입

포항지진

(20분)

뉴스 보도
영상

[그림 1. 영화 ‘Contact’와 포항 지진보도 뉴스화면]
2) 포항 지진의 크기를 알아보는 지진파의 세기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Ÿ

Co

지진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지진파와 영화 ‘Contact’에서 사용된 전파의 차이
점은 무엇일까?

Ÿ

지진파도 전파와 같이 먼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또는 진공에서도 전달이

되는지를 조별로 토의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1.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에 대한 학습활동 전개 
전자기파
설명 판넬

스마트폰용
스피커
수조
학습

동영상카메

활동

라

전개
(65분)

[그림 2. 가시광선의 영역과 전자기파의 활용 ]
1)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활용표를 보고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연관성에 대해서 토의한다.
Ÿ
Ÿ

활용의 상호

CD

노트북

적외선
통신에 이용되는 전자기파의 범위를 찾아보고 파장과의 관계를 표로 정리한다. 송수신장치
일상에서 적외선 센서는 많이 사용되는데 자외선 센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고 발표한다.
Tip!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경우 칭찬을 하여 학생

들의 생각이 반영되 토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장치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이용하는 파장영역에 대
해서 조사한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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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파에 해당하는 역학파의 종류와 이용에 대한 학습활동 전개 

[그림 3. 음파의 발생과 전달 ]
1) 음파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의한다.
Ÿ

CD

음파 분석용 프로그램인 Cool Edit를 사용하여 친구들의 목소리와 책상두드리
는 소리, 볼펜 또딱이는 소리 등, 다양한 음원의 파형을 관찰한다.

[그림 4. 파동을 분석하기 위한 수조와 Cool Edit 실행화면 ]
Ÿ

수조에 다양한 크기의 쇠구슬을 떨어뜨린 후 발생하는 파형을 분석한다.

Ÿ

수조의 물에 종이 조각을 띄우고 파동에 따라 종이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

CD

는 지를 분석하고 그림으로 표현한다.
2) 매질의 종류에 따라 음파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내용을 토의
한다.

CD

3. 무선통신에 활용되는 장비와 파에 대한 학습활동 전개 
1)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GPS 수신장치에 대해서 조사하고 어떤 분야에서 활
용되는 조사한다.

CD

[그림 5. 시중에서 판매중인 GPS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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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GPS 수신기의 용도와 디자인과의 관련성을 토의한다.

Ÿ

GPS 수신 장치를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조사한다.

2) 적외선 선세에 대한 이해 및 탐구
Ÿ

다음 차시에서 사용하게 될 적외선 센서에 대한 자료를 찾아 그 원리와 구조
레 대해서 이해한다.

CD

[그림 6. 무선 자동차용 적외선 송수신장치]
Ÿ

적외선 송수신장치는 적외선을 방출하는 LED와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
는 적외선을 수신하는 광센서로 구성된다.

Ÿ

적외선이 방출되는 물체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센서임을 알고 사람의 몸에서도
적외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감시카메라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
게 한다.

4. 전자기파와 역학파를 사용하는 장치와 이용하는 분야에 대한 관계도 포스터를
전지크기의 종이에 그려서 조별로 발표한다. 
Ÿ

CD

관계도를 그릴 때 가능한 그림을 사용하여 시안성이 좋게 나타나도록 지도한
다.

Ÿ

조별 발표자를 정해서 발표하고 우수한 조를 칭찬하고 보상한다.

1. 조별로 작성한 학습 포스터를 실험실 벽에 붙이고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평
가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Ÿ

ET

CD

우수한 조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칭찬한다.

마무리
(15분)

학습결과물
2. 광센서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탐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한다.
3. 다음 차시의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선행학습 과제를 부여한다.
1. 인터넷을 활용한 비중이 큰 학습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
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지도상
유의점

2.학습내용이 교과서의 내용과 다소 거리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이
를 자극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3. 다음차세에 사용할 준비물을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물이 파손
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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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1_2) 학생활동자료
차시

1~2차시 : 전자기파의 특성과 이해

참고자료

실습활동보고서

제목 : 파동의 발생과 간섭현상 관찰하기
1.
Ÿ
Ÿ
Ÿ

실험 목적
파의 발생 원인을 수조 실험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파동의 전달과 파의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파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준비물
물이 담긴 수조, 소형 스피커 2쌍, 동영상 카메라, 삼각대
3. 실험과정
① 아래 그림과 같이 실험 준비물을 설치한다.
② 소형스피커를 작동시켜 수면에 파동을 발생시킨다.
③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면의 파동을 촬영한다.
④ 촬영된 영상을 보고 파의 간섭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과를 그림으로 완성한다.

4. 실험 결과 및 정리
① 제공된 A4용지에 파의 모양을 그리고 간섭현상이 나타나는 곳을 표시하시오.
②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과 파의 움직임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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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차시 : 광센서 키트를 이용한 센서 반응 실습

학생활동

무선 자동차 장애물 감지를 위한 센서 작동 원리 이해
가시광선 감지센서와 적외선 감지센서

▣ 준비물
CdS광센서, 멜로디IC, 9V짜리 전구, 만능기판, 레이저 포인터, 적외선센서 (수광부와 발광
부), 분광기,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리모콘
▣ 실험방법
1. CdS광센서를 이용해 빛을 감지하여 그 빛의 양에 따라 도전율이 증감해 소리를 내는 키
트를 만들어 레이저 포인터(광원)로 빛을 CdS에 맞춰 쏴 보내주면 전류가 흘러 멜로디 IC
에서 소리가 난다.
2. 스펙트럼을 통해 가시광선이 분해 되어 7가지 무지개 빛이 보이는 것을 확인 시킨 후 그
눈에 보이는 빛이 바로 CdS에서 감지하는 가시광선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3.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적외선이 나옴에 따라 그것을 감지하여 소리를 내는 키트를 만든다.
단 레이저 포인터 대신 적외선 다이오드를 사용한다.(광원을 교체)
4. 적외선을 이용한 생활용품 중에서 가장 흔한 리모콘의 앞부분(적외선 발광부분)을 캠코더
로 찍어 적외선의 발광부를 보여준다.

▣ 실험결과
1. Cds로 들어오는 가시광선 (광원: 레이저 포인터)의 빛을 막으니 음악이 흘러나왔다.
2. 스펙트럼으로 분광되어 보이는 7가지 색의 빛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빛 중 붉은 빛만
갖고 있는 것이 레이저 포인터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적외선이 나오는 발광다이오드 쪽의 전원을 켜니 수광부 쪽에서 적외선을 감지해 음악이
흘러 나왔다.
4. 캠코더를 이용해 리모콘의 적외선 광원부를 찍으니 적외선(근적외선)빛이 나오는 것이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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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3) 교사용 수업 보조자료

GPS의 개요
가. GPS의 정의
GPS란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역하여 범지구적 위치결정 체계라
고 하고 있다. GPS는 지상, 해상, 공중 등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시간제약 없이 인공위성에
서 발신하는 정보를 수신하여 정지 또는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군,
지상제어국, 사용자 등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천후 위치측정 시스템이다.

<그림-1> GPS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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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PS의 역사
GPS의 개발에 앞서 1959년 미해군에서 Transit계획에 의하여 NNSS(U.S. Navy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미 해군항법위성체계)가 시작되었다. 이는 1961년 Transit 인공위성이 발사되
고, 이어서 여러 개의 시험위성이 발사됨으로써 1964년에 실용화되었으며, 1967년 일반에게 공
개된 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항법시스템이었다.
NNSS는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전자파의 도플러 효과를 관측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서 비교적 위치정확도가 낮아도 무관한 선박항법시스템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성능이 우수하여
시통이 안되는 낙도의 위치결정이나 개발도상국의 지도작성에 필요한 기준점 측량 등에 까지 활
용되었다. 그러나, NNSS는 <표-1>과 같이 위성이 관측자의 상공을 통과하는 시간에만 관측이
가능하고, 위치오차가 비교적 큰 수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표-1> NNSS와 GPS의 특성 비교
구

분

NNSS

GPS

비

고

개 발 년 대

1950년대 말

1970년대 초

실용시작연대

1967년 일반 개방

1991년 말

이 용 목 적

선박의 항법 지원

각종 이동체의 항법 지원

이용 시간대

1일 수회

24시간

이 용 지 역

지구상 전역

우주공간

절대위치오차

100 m 이상

100m 이하

1점 측정

상대위치오차

수 m

수 cm

2점 측정

측 정 방 법

전파의 도플러 효과 측정

전파의 전달시간 측정

150 MHz

1,575.42 MHz (L1)

GPS의 L2는

400 MHz

1,227.60 MHz (L2)

사용제한

사용 주파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속의 선박 외에도 고속의 항공기나 미사일에 대하여도 위치를 측정
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이 1960년대 중반에 착수되었다. 이러한 부분적인 연구개발은
1973년에 미해군의 TIMATION 프로그램과 미공군의 621B 프로젝트가 미국방성 프로젝트로 통
합되면서 NAVSTAR (NAVigation Satellite Time And Ranging)로 명명됨으로써 본격적인
GPS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GPS의 위성은 1978년 2월부터 시험위성인 Block-I 위성이 발사되었으며, 1989년 2월부터 실용
위성인 Block-II 위성이 발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그림 2>와 같이 총 24개의 위성이 가동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항상 4개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함으로써 시간제약없이 3차
원적인 위치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GPS 위성과 특성
GPS는 전천후 측위시스템으로 <그림 1>과 같이 인공위성군, 지상제어국, 사용자(관측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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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GPS 위성
GPS 위성군은 <그림 2>와 같이 6개의 궤도에 실용위성 21개와 궤도상의 예비위성 3개 등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위성궤도의 반경은 약 20,183 Km의 원이고, 궤도 경사각은 적도를 기준
으로 55°이며, 승교점 적경간격이 60°로 6개의 궤도면에 4개씩의 위성이 배치된다. 실용위성의
공전주기는 0.5일, 개별 수명은 7.5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각 위성은 세슘 원자시계 2대, 루비듐
원자시계 2대가 탑재되어 있으며, 무게는 약 845kg이다.

<그림 3> GPS의 지상제어국

<그림 2> GPS 위성과 궤도
2) 지상제어국

지상제어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위성에서 송신되는 신호의 품질 점검, 위성궤도의 추적, 위성에
탑재된 각종 기기의 동작상태 점검 및 그 밖의 각종제어 작업등이 있다. 지상 제어국은 <그림
-3>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5개소가 있다. 4개의 무인제어국은 대부분 적도 부근에 등간격으로 배
치되어 있으며, 주제어국은 Colorado Springs에 있다. 주제어국은 다른 제어국과 달리 위성의
궤도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불능 위성을 예비위성으로 교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사용자
GPS를 사용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사용자는 1개 이상의 수신기를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있
으며, <그림-4>와 같이 사용자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소프트웨어를 보유하게 된다.
라. GPS의 원리
GPS의 위치결정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추적된 궤도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위
성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성에서 관측점까지의 전파 도달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공간적
위치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성과의 거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며, GPS 위
성에는 지극히 안정도가 높은 원자시계를 탑재하고 있다. 위성에 탑재된 시계와 수신기의 시계가
정확히 일치한다면, 3개의 위성과의 거리만으로도 3차원적인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성에 탑재된 원자시계는 매우 고가이므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수신기에는 저가의
비교적 정도가 낮은 시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개의 위성에서 전파
를 수신하여 위성시각과 수신기 시각에서 발생하는 미지의 시간차를 제거하게 된다.
해상과 같이 고도를 알고 있거나,

2차원적인 위치 결정을 위해서 적어도 3개의 위성에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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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3차원적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의 위성에서 전파

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 GPS의 원리
<그림 4> GPS 사용자 시스템 구성도
마. GPS의 신호구조
각 GPS위성에서 발신되는 신호는

2개의 반송파,

3개의 코드 및 위성 메시지 등이 있다. 반송

파와 코드는 기준주파수라 불리는 10.23 MHz의 정배수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성 메시
지는 저주파인 50 Hz를 사용하고 있다. GPS위성에서 발신하는 반송파는 기준주파수의 154배인
1575.42 MHz(L1, 파장은 19cm)와 120배인 1,227.60 MHz(L2, 파장은 24.4cm)가 있다.
코드는 pseudo-random noise(PRN)코드인 C/A 코드, P코드 및 Y코드가 있다. C/A코드는 L1
반송파를 실리며, 주파수의 기준주파수의 0.1배인 1,023 MHz로서 1/1,000초(1ms)마다 반복된
다. P코드는 L1, L2 두개의 반송파에 실리며, 주파수는 기준주파수의 10배인 102.3 MHz로서
267일의 주기를 갖고 있다.

Y코드는 P코드와 유사한 코드로서 P코드를 대신할 수 있으며,

P

코드의 공식은 공개되어 있지만 Y코드의 공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위성 메시지는 위성의 위치와 상태를 담고 있으며, real-time의 위치결정에 사용된다. C/A코드
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P코드는 군사용으로 정부간의 협정에 의
해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바. GPS의 정확도
GPS에 의한 위치결정의 오차원인에는 위성의 원자시계의 안정도, 위성궤도의 예측 치의 정확도,
전리층의 전파지연, 대류권의 전파지연, 수신장치의 잡음, 수신장치의 Channel 수 등이 있다.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확도는 1대의 수신기로 측정되는 절대위치의 경우에 C/A코드 사용시
100m, P코드 사용시 10m 정도이다. 반면에 2대 이상의 수신기로 측정되는 상대 위치의 경우에
는 수십 Km 이상의 거리에서 cm 단위의 오차가 발생되므로 10-6의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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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를 이용한 위치결정에 있어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L1
과 L2의 두개의 반송파를 동시에 수신하여 도플러 관측법을 이용함으로써 전리층과 대류층에 의
한 영향을 제거시키고,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과 GPS를 결합함으로써 정확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각변동, 지질구조 등을 연구하는 지구물리학 및 측지학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그림 6 GPS 오차의 원인>

<그림 7> 상대 위치 측정법

사.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법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한 대의 수신기를 사용하는 1점 위치측정법과 2대 이
상의 수신기를 사용하는 상대 위치측정법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1) 1점 위치측정법
1점 위치측정법은 절대 위치측정법이라고도 하며,

1대의 GPS 수신기로 위성들의 전파와 코드를

분석하여 real time으로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절대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주로 자
동차, 항공기 및 인공위성과 같은 고속운동체의 위치 결정과

등산, 해상위치 등과 같이 비교적

낮은 위치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2) 상대 위치측정법
상대 위치측정법은 위치를 알고 있는 지점으로 부터 위치를 알고자 하는 지점까지의 벡터를 구
하여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지점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미지점의 수신기와 양쪽
에서 받은 위성정보을 비교 분석하여 위치를 계산한다.
상대 위치측정법의 원리는 위성에서 발신하는 반송파를 여러 개의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반송파
또는 코드의 위상을 측정함으로써 전파도달 시각의 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
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근거리 측량의 오차는 수m에서 수mm이며, 원거리 경우에는 10-6에
이르는 정확도가 얻어진다. DGPS(Differential GPS)는 상대 위치측정법중 위성의 발신하는 코드
만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위치 정확도가 낮아 약 5m의 오차가 발생하며,
OTF(On-The-Fly)은 위성에서 발신하는 반송파의 위상으로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mm
이내의 오차로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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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1) STEAM 프로그램 3~4차시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기술·가정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기가.0312-2] 융합적 기술과 관련된 문

중심과목
성취기준

기술·가정 : 3. 기술의 융합

영역

중심과목
성취기준

제를 체험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수학,
과학, 공학, 예술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점에서 융합적 기술 프로젝트
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적용 및

주제(단원)명

코딩의 기초

차시

3~4(100 분)/8

• 아두이노 모듈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다.
학습목표

• 프로그래밍 언어 중 입력문과 출력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기초적인 C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문자를 출력할 수 있다.

연계과목

STEAM
요소

• 아두이노 모듈의 부품을 용도에 맞게 조립하고 코딩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연계과목
[수학1321]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수학
성취기준 영역 구할 수 있다.

S

빛의 성질과 이용

T

프로그램 코딩방법 습득

E

아두이노 모듈의 조립과 프로그램 업로드하기

A

아두이노 모듈과 모형 자동차 부품 조립하기

M

프로그램 작성중 수학적인 요소 및 공식의 적용

개발 의도

Ÿ

최근 강조되고 있는 S/W 교육의 적용과 코딩교육의 실제적인 적용

Ÿ

아두이노 모듈을 통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언어에 대한 접근 자신감 부여

Ÿ

학생들의 S/W/와 H/W의 연결과정 및 제어 방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본 차시는 1차시에서 학습한 무선통신의 기초가 되는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적용하기 위한
앞부분의 단원이라 할 수 있다. 본 차시에서는 무선통신이 아닌 유선통신을 사용하여 모니터로의 출력과
아두이노 모듈의 서보모터로의 출력을 시도하고 확인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아두이노와 관련된 별도의 프로그래밍 코딩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 학습에 대한 학생의 학습 준비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출력문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구성하였다.
안테나 속에 있는 전자가 수조에 물결파를 일으키는 돌멩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무선통신에서 사용하는
안테나 길이는 전자기파 파장의 1/2 길이일 때 가장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과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활동으로 재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조별로 주어진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순한 문자를 출력하고 아두이노 모듈에 바퀴를 달아서 바퀴를 회전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하게 된다.
특히 바퀴를 회전시키는 것을 모니터에 문자를 출력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능동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형자동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화학습의 경우에는 양쪽 바퀴의 속도를 달리하여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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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련된
뉴스화면을 시청한다. 
1)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토의한다.
Ÿ

Co

비가 심하게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경우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
을까?

Ÿ

최근 발생한 테슬라 자율자동차의 사고를 보고 센서가 전방의 사물을 잘 못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브레인 스토밍 기법으로 제시한다.

도입
(20분)

[그림 1.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 뉴스(좌)와 영화 ‘분노의 질주’ 사고 장면(우)]
2) 해커들이 원격으로 자동차의 제어장치를 조정하는 영화를 시청한다.
Ÿ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뉴스
보도 영상
영화
분노의
질주
동영상
일부

Co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자동차의 운전시스템을 해킹하여 자동차의 사고를 유
발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토의한다.

Ÿ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센서의 작동을 방해하는 전파를 발사하여 자율주행 자

동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아두이노 모듈 키트의 생성 배경과 이용 가능한 학습에 대한 설명 
1) 아두이노가 활용되고 있는 영역과 학생들이 아두이노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활
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토의한다.

CD

Ÿ

로봇공학 – 모바일 로봇, 휴머노이드, 청소기 로봇

Ÿ

예술 – 음악 및 사운드 장치, 컴퓨터 음악

Ÿ

오락 – 게임, 게임기제작

Ÿ

IT – 이동통신, 스마트 홈 네트워킹

Ÿ

가정 – 가전제품 제어, 보안장치, 실내조명 자동 조절
Tip!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경우 칭찬을 하여 학생

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토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
활동
전개
(65분)

노트북
컴퓨터

2) 조별로 제공된 아두이노 키트와 일반적으로 많이 조이는 키트와의 차이점과 공
통점을 찾아 목록을 만든다.

아두이노
보드키트

CD

아두이노
모형자동차
키트

아두이노 우노 모델

학생들에게 제공된 아두이노 비 모델

[그림 2. 아두이노 모듈의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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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두이노 모듈의 각 부분의 기능과 명칭에 대한 JIGSAAW 기법의 학습활동 전개

1) 아두이노 모듈의 학습을 위한 PPT를 준비하고 학생들이 순서에 맞게 학습을
진행하도록 지도하며 도우미 교사와 협업으로 수업을 수행한다.
Ÿ

아두이노

CD

모형자동차

키트와

관련된 영상을 미리 보여주어
학생들이 어떤 과정의 활동을
하게되는 지를 안내한다.
Ÿ

교사 수업보조 자료로 제시괸
PPT학습자료를 인쇄하여 배주
한다.

Ÿ

조별로 제공된 아두이노 모형
자동차 키트의 구성품을 확인
한다.

Ÿ

조립에 사용될 드라이버와 나
사를 분실하지 않도록 지도한
다.

Ÿ

조립 동영상을 화면으로 제시
한다.

학습
활동
전개
(65분)

Ÿ

아두이노 보드의 각 부분의 명
칭과 기능이 적힌 인쇄물을 제

노트북
컴퓨터
아두이노
보드키트

공한다.
Ÿ

전원 스위치와 USB연결포트,
메인보드의 위치와 기능을 설
명하고 메인보드의 열과 행의
배치에 대해서 학습한다.

Ÿ

아두이노 보드를 작동하기 위
한 프로그램 코딩 방법을 안내
한다.

Ÿ

아두이노 코딩용 S/W/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사이트
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한다.

Ÿ

아두이노 모듈이 기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별로 대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완전하게 숙지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2) 활동 조별로 학습영역별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 집단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
행한 후 그 학생들이 자기 조에 돌아가서 다른 학생들과 협업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직소(JIGSAW)모형의 기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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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모형자동차
키트

3. 아두이노 모듈과 모형자동차 모터의 결합과련 학습활동 전개 

Ÿ

CD

서보 모터를 조립에 필요한
부품 제공 및 확인

Ÿ

서보모터에 부착될 좌우 바퀴
의 선정

Ÿ

한 방향으로 진행할 때 좌우
바퀴의 회전방향이

반대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Ÿ

좌우바퀴에 해당하는

전원선

연결
Ÿ

서보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부품들 부착하기

Ÿ

전원 스위치의 위치와 작동법
인식하기

Ÿ

바퀴 회전연부 확인하기

Ÿ

아두이노 프로그래밍하기

Ÿ

프로그램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에

해당하는

LED 조명장치 부착하기
Ÿ

LED 조명의 ON/OFF 작동
확인하기

활동
전개
(65분)

Ÿ

간단한 회로도 이해하기

Ÿ

다양한 센서를 부착할 수 있
는 브래드 보드의 행열 이해
하기

Ÿ

전진과 후진에 해당하는 서보
모터 회전공식 만들기

Ÿ

좌회전과 우회전에

해당하는

서보모터 회전 공식 만들기
Ÿ

적외선 센서 부착하고 작동여
부 확인하기

Ÿ

서보모터의 회전에 따른 모형
자동차의 전진, 후진, 좌우회
전 프로그램 완성 후 업로드
하는 방법 인지하기

4. 아두이노 모형자동차의 움직임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경우 조작과 관련된 관
계도 포스터를 전지크기의 종이에 그려서 조별로 발표한다. 
Ÿ

CD

관계도를 그릴 때 가능한 그림을 사용하여 시안성이 좋게 나타나도록 지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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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아두이노
보드키트
아두이노
모형자동차
키트

다.
Ÿ

조별 발표자를 정해서 발표하고 우수한 조를 칭찬하고 보상한다.

1. 모형자동차의 서보모터가 회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코딩한 경우 학생들의
노력을 칭찬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주어 보상한다.

마무리
(15분)

[그림 3. 학생들이 조별활동으로 완성한 자동차 모듈]

포스터
2. 학생들이 완성한 서보모터를 장착한 아두이노 모듈 자동차를 원하는 대로 조정
하려면 무엇인 필요한지를 논의하도록하여 자연스럽게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3. 조별로 작성한 학습 포스터를 실험실 벽에 붙이고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평
가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Ÿ

ET

CD

우수한 조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칭찬한다.

4. 다음 차시의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선행학습 과제를 부여한다.

1. 기계적인 부품과 도구를 다루는 수업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능력 및 적
응의 정도가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차시 이후에 이로 인한 수업의 지체현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상
유의점

학습결과물

2. 부품이 없는 경우 수업이 진행되기 어렵게 때문에 학생들이 작은 부품을 분실하
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3. 학습활동이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포기하는 학생들
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교사들은 재미있고 칭찬을 많이 하는 수업활동이 되도
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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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2) 학생 학습자료
① 아두이노 모듈의 이해를 위한 학습 활동지

100분의 수업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해야할 양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활동지는 평
가의 의미보다는 학습활동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평가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업과정의 일부를 활동지로 만들어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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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보모터 회전을 위한 코딩 학습활동지

[서보모터 정지상태]
#include <Servo.h>
// Include servo library
Servo servoLeft;
// Declare left servo signal
Servo servoRight;
// Declare right servo signal
void setup()
// Built in initialization block
{
servoLeft.attach(13);
// Attach left signal to pin 13
servoRight.attach(12);
// Attach left signal to pin 12
servoLeft.writeMicroseconds( Ⓐ ); // 1.5 ms stay still sig, pin13
servoRight.writeMicroseconds( Ⓑ ); // 1.5 ms stay still sig, pin12
}
void loop()
// Main loop auto-repeats
{
// Empty, nothing needs repeating
}
Ⓐ와 Ⓑ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 코딩하시오

[서보모터 동일 시계방향 회전]
#include <Servo.h>
// Include servo library
Servo servoLeft;
// Declare left servo
Servo servoRight;
// Declare left servo
void setup()
// Built in initialization
block
{
servoLeft.attach(13);
// Attach left signal to pin 13
servoLeft.writeMicroseconds( Ⓒ );
// 1.7 ms full speed clockwise
servoRight.attach(12);
// Attach left signal to pin 12
servoRight.writeMicroseconds( Ⓓ ); // 1.7 ms full speed clockwise
}
void loop()
// Main loop auto-repeats
{
// Empty, nothing needs repeating
}
Ⓒ와 Ⓓ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 코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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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모터 전진/후진 제어]
#include <Servo.h>
Servo servoLeft;
Servo servoRight;
void setup()
block
{
servoLeft.attach(13);
servoLeft.writeMicroseconds(

// Include servo library
// Declare left servo
// Declare left servo
// Built in initialization

// Attach left signal to pin 13
Ⓔ

);
// 1.7 ms full speed

counterclockwise
servoRight.attach(12);
servoRight.writeMicroseconds(
}
void loop()
{
repeating
}

Ⓕ

// Attach left signal to pin 12
); // 1.3 ms full speed clockwise
// Main loop auto-repeats
// Empty, nothing needs

Ⓔ와 Ⓕ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 코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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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3) 교사용 수업 보조자료
① JIGSAW 협동학습 적용 방안

본 학습활동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모형으로는 JIGAWⅡ라고 할 수 있다. 학습
영역이 교과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수업시간을 통해서 이해하고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 간의 협력활동이 중요하다.
본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학습활동 중 핵심적인 주제를 5개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하고 각 조에서 1명씩을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시켜 교사와 학습을 한 후 본래의 활동조로
돌아가 조 학생들에 수업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수업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는 시간을 효과
적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44 -

② 수업용 PPT 자료
다음에 제시된 교사용 PPT자료는 정해진 학습활동시간에 학습해야할 양이 많기 때문에 학생
들이 PT화면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
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상하였다.
새로운 학습내용이 많고 도구를 조작해야하는 실습활동이 많기 때문에 PT화면을 수업과정에
맞춰 시간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만 했다.

본 학습활동에 ‘아두이노 비’라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두이노
우노’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아두이노 모듈의 부품에 대한 설명과 종류를 알려주고 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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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보드로 본 학습의 핵심이 되는 부품이다. 전원 스위치, 전원 플러그, USB연결단자
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며 부품을 연결하게 될 브레드보드 행렬의 기능을 설명한다.

아두이노 보드는 기계에 불과하며 여기에 프로그램을 로드시켜야 원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품의 조립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서는 프로그램용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노트북에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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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형자동차의 핵심이 되는 서보모터를 부착하는 단
계이다. 모터를 부착할 때는 좌우측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하며 모터에 전원과 신호선을
연결할 때도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서보 모터에 연결되는 선에 좌측과 우측을 표시하여 테이프로 붙여 놓으면 효과적이다. 바
퀴의 연결이 완료되면 전원을 공급하여 바퀴에 전기신호가 가는 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상
이 없으면 바퀴의 회전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의 코딩을 수행한다. 이 단계가 가장 어려우며
핵심적인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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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보드를 사용하여 센서를 연결하는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LED 다이오드의 양
극과 음극을 브레드보드에 연결하는 실습이 주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접지 홈에 대한 안
내도 이루어진다. LED에 조명이 켜지는 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은 수업시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후반부에 위치하도록 구성하였다. 적외선 센
서를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고 감지하는 지를 LED불빛이 켜지는 것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시간이 부족하면 교사가 시범으로 보여만 주고 다음시간으로 넘겨도 좋은 과정이다. 너무
많은 양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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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브레드보드의 아날로그 입력단자를 사용하기 위한 과정이다. 브레드보드에는 디지
털 입력단자와 아날로그 입력단자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교사가 시범으로 소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할 것으로 안내한다.

아두이노 모형자동차에 최종적으로 설치하게 될 센서가 촉각센서이다. 그러나 수업시간이 부
족하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고 작동시키는 과정은 생략하고 역시 교사의 시범수업으로 학생
들이 촉각센서가 아두이노에서 작동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만 수업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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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1) STEAM 프로그램 5~6차시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기술·가정

중심과목
성취기준

기술·가정 : 3. 기술 혁신과 설계

영역
주제(단원)명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앱
제작하기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1 학년
[기가.0312-1] 혁신을 통해 인류 사회를
혁신시켜온 기술의 영향과 역할을 역사
적인 기술 사례를 들어 분석할 수 있다.

차시

1~2(100 분)/8

• 아두이노 모듈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다.
학습목표

• 프로그래밍 언어 중 입력문과 출력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기초적인 C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문자를 출력할 수 있다.

연계과목

STEAM
요소

• 아두이노 모듈의 부품을 용도에 맞게 조립하고 코딩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연계과목
[수학1321]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수학
성취기준 영역 구할 수 있다.

S

빛의 성질과 이용

T

프로그램 코딩방법 습득

E

아두이노 모듈의 조립과 프로그램 업로드하기

A

아두이노 모듈의

M

프로그램 작성중 수학적인 요소 및 공식의 적용

개발 의도

Ÿ

최근 강조되고 있는 S/W 교육의 적용과 코딩교육의 실제적인 적용

Ÿ

아두이노 모듈을 통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언어에 대한 접근 자신감 부여

Ÿ

학생들의 S/W/와 H/W의 연결과정 및 제어 방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본 차시는 1차시에서 학습한 무선통신의 기초가 되는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적용하기 위한
앞부분의 단원이라 할 수 있다. 본 차시에서는 무선통신이 아닌 유선통신을 사용하여 모니터로의 출력과
아두이노 모듈의 서보모터로의 출력을 시도하고 확인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아두이노와 관련된 별도의 프로그래밍 코딩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 학습에 대한 학생의 학습 준비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출력문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구성하였다.
안테나 속에 있는 전자가 수조에 물결파를 일으키는 돌멩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무선통신에서 사용하는
안테나 길이는 전자기파 파장의 1/2 길이일 때 가장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과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활동으로 재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조별로 주어진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순한 문자를 출력하고 아두이노 모듈에 바퀴를 달아서 바퀴를 회전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하게 된다.
특히 바퀴를 회전시키는 것을 모니터에 문자를 출력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능동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형자동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화학습의 경우에는 양쪽 바퀴의 속도를 달리하여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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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1.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집안의 가전제품을 작동시키는 광고 동영상을 시
청한다. 
1) 가전제품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리모컨을 스마트폰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토
의한다.

Co

Ÿ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Ÿ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

가전제품,
[그림 1. 스마트폰으로 가정의 제품들을 조정하는 광고 화면]
2) 조별로 드론이 활용되는 사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장 사용하고 싶은 경우
도입
(20분) 를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기록한다. . Co
Ÿ

드론이 조절장치에서 멀어져 신호를 주고 받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될지를 토의한다.

Ÿ

드론이 오류에 의해서 추락할 경우를 대비한 안정장치의 개발에 대해서 토의하

드론관련
동영상
앱 인벤터
사용
동영상

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그림으로 작성하여 조별로 발표한다.

[그림 2. 드론 관련 안전규정과 보험가입 동영상화면]
2. 스마트폰에 기능을 입력할 수 있는 앱 인벤터(App inventor)를 사용하는 동영상
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따라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추정한다. 
1. 학습활동을 위한 학습 준비물 확인 및 학습과정 안내 

학습
활동
전개
(65분)

Ÿ

앱 인벤터의 사용 사례소개

Ÿ

http://appinventor.mit.edu 접속

Ÿ

앱 개발 사이트의 디자이너 폼 안내

Ÿ

블록 코딩 창에서 간단한 코딩학습

Ÿ

사용할 스마트폰 연동방법 학습

Ÿ

스마트폰 앱 작동여부 확인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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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노트북
적외선
송수신장치

Ÿ

앱

인벤터의

온라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Mit.edu 사이트에 접
속을 안내한다.
Ÿ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
하기 때문에 크롬 ID
를 사용하여 로그인해
야함

Ÿ

개발 사이트의 디자이
너 창 안내

Ÿ

팔레트, 뷰어, 컴포넌
트, 미디어, 속성 창에
대한 활용 및 정보 안
내

Ÿ

간단한 문자출력 코딩
실습하기

Ÿ

학습
활동
전개
(65분)

팔레트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는 아이
콘을 뷰어창에 놓도록
지도
Ÿ

팔레트 창의 핵심요소
에 대한 설명 및 실습
지도

Ÿ

블록코딩을 할 수 있
는 블록창 활용법 안
내

Ÿ

블록 명령어에 해당하
는 항목을 각자 열어
보고 사용목적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지도

Ÿ

문자 출력 코딩지도

Ÿ

블록 코딩한 프로그램
을 스마트폰에 전송하
기 위한 방법 안내

Ÿ

학생 스마트폰에 QR
코드 스캐너 설치하기

Ÿ

코드스캐너
스마트폰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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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연동

후
방법

Ÿ

아드로이드 폰을 소지
하지 않은 학생은 스
마트폰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
도
Ÿ

QR코드 인식 후 작성
프로그램을 학생들 개
인 폰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Ÿ

지도교사가 미리 작성
한 아두이노 모형자동
차의 서보모터를 작동
하는 블록 프로그램을

학습
활동
전개
(65분)

제시하고 학생들이 내
려 받을 수 있도록 안
내
Ÿ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학생들 폰에 프로그램

을 설치하도록 지도
[그림 3. 앱 인벤터활용 단계별 학습 안내]
2. 조별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크롬에 로그인하고 앱 인벤터 개발 사이트에 접
속하기 
3. 기본적인 블록 명령어를 사용하여 스마트폰과 앱 인벤터 프로그램 사이의 연동을
학인하기 
4. 모형자동차를 움직이는 서보모터 작동을 위한 스마트폰용 프로그래밍 코팅하기

1. 스마트폰용 앱인벤터의 블록코딩으로 폰 화면에 자신의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그
램을 코딩하도록 지도한다.
마무리
(15분)

ET

CD

Ÿ

이름 출력을 성공한 학생들을 칭찬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Ÿ

핸드폰의 간단한 앱을 자신이 만들어 봄으로서 앱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가
질 수 있도록 지고하고 칭찬한다.

3. 다음 차시의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선행학습 과제를 부여한다.
1. 인터넷을 활용한 비중이 큰 학습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
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지도상
유의점

2.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스마트폰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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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3_2) 학생 학습자료

[앱 인벤터 문자출력 연습하기]
학번

이름

① 위의 뷰어 화면과 같이 조별 노트북을 사용하여 코딩하시오.
② 코딩한 자료를 조별 스마트폰에 업로드하여 앱으로 완성하시오.
③ 앱을 실행시켜 입력한 문자가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다른 조원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 결과를 아래에 스케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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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3) 교사용 수업 보조자료
본 시간에 제시된 교사용 PPT자료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표현되는 요소들은 학생들이 PT
화면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교사는 실제 블록 코딩 방법과 인터넷에 접속하
고 업로드 하는 과정을 면대면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해야한다.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블록코딩을 처음해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스마트폰도 조작해야하는
실습활동이 많기 때문에 PT를 정교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블록코딩을 하려면 앱 개발 사이트에 접속해야한다. 조별로 제공된
노트북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으로 해보고 싶은 학생들을 이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사이트는 http://appinventor.mit.edu/ 이다.

앱 개발 사이트에 접속하여 앱 개발환경에 해당하는 디자이너 화면이다. ①부터 ⑦까지의
화면 항목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사용해보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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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인벤터를 사용하여 앱을 만드는 과정은 프로젝트 생성 – 앱디자인 – 앱 블록코딩 – 실
행(노트북) – 스마트폰에 업로드 후 실행 순서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한 대의 노트북을 이용
하여 코딩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이 단계에서 디자이너 창에서 문자 상자, 문자입력, 버튼입력, 그림 등을 입력하거나 출력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도 숙지하도록 지도한다.

좌측 상단의 블록(Blocks) 버튼을 클릭하면 블록코딩을 하는 창으로 바뀐다. 앞의 디자이너
창에서 구성한 항목들에 대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명령어를 블록으로 만들어 기
워 맞추는 퍼즐 맞추기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짧은 문자를 출력하는 간단한 앱을 만드는 코딩 방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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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코딩을 완료하면 이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앱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트북에서 만든 코딩 결과물을 스마트폰으로 업로드해야 한다. 화면
상단의 빌드를 선택하고 apk용 QR코드를 만들면 화면상에 QR코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QR코드 리더 앱을 설치하고 이 QR코드를 읽으면 프로그램을 스마트
폰에 내려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코딩한 프로그램으로 만든 앱이 설치가 되면 실행을 시켜서 정상적
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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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문자가 출력되는 앱을 완성하고 나면 미리 만들어둔 모형
자동차 조정용 앱을 사용하여 모형자동차가 움직이는 시연을 하여 학생들의 다음 차시
학습 호기심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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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1) STEAM 프로그램 7~8차시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미술

중심과목
성취기준

2.디자인으로 읽는 시각 문화

영역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성취기준

무선 자동차의 창의적이고

주제(단원)명

고등학교/1 학년
[12미01-02]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시각 문화의 가치와 역할
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차시

1~2(100 분)/8

예술적인 외형꾸미기
• 아두이노 모형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 모형자동차의 외관을 꾸미기 위한 적합한 재료를 선정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아두이노 모듈의 형태와 조화로운 외관을 스케치하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
할 수 있다.
• 예술성과 견고성이 포함된 자동차 외관을 구상하고 기존의 자동차 모양이 일반적으로 비
슷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STEAM
요소

기술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기가.0312-1] 기술의 융합

S

공기의 흐름과 유체역학

T

모형 자동차 외관 꾸미기에 필요한 기술

E

모형자동차의 외관을 구성하는 재료 선택하기

A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자동차 외관 꾸미기

M

공기역학에 관여하는 기하학적 요소
Ÿ 산업 공학적 디자인과 예술적 디자인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

개발 의도

Ÿ

기존의 자동차의 모양이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하게 보이는 이유에 대한 이해

Ÿ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자동차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평가 받을 수 있는 기
회를 동시에 제공하여 자신의 디자인 감각과 활동 관련 진로 탐색의 기회제공

사람은 자연이 만든 물체와 인공물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과정에 있어 사람은
자연 뿐 만아니라 인공물과도 상호작용을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인공물과의 상호작용이 자연과의
상호작용보다 더 주된 활동이 되었으며 이러한 인공물들이 사람의 감정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디자인개념은 외관상의 심미성을 중시하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에도 모양이 아름다운 것을
디자인이 잘 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런 산업공학과 관련된 디자인에서는 다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외관이 보기 좋은 것보다 그 물건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고 내구성 또는 견고성이 뛰어난
디자인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학생들이 이러한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산업디자인과 예술적 디자인의 융합체인 자동차 디자인과
관련된 학습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영량을 발견하기 바라면 본 학습활동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을 학생들이 지식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를 학습활동에 적용하고 더 나가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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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1. 2019 서울 모터쇼 관련 동영상과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자동차의 사
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1) 모터쇼 동영상을 보고 2020년에 유행할 자동차의 모양을 찾아낸다.

Co

Ÿ

내가 예상한 자동차 모델이 2020년에 인기를 끌 수 있을까?

Ÿ

모터쇼에 나온 차량 중 2020년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스트랩하
도록 하고 실제로 예상이 맞을 경우 내년에 선물을 준다고 하여 학생들의 관
심을 촉진시킨다.

도입
(20분)

[그림 1. 2019년 서울모터쇼(좌)와 미래형 컨셉카 사진(우)]
2) 자동차 디자이너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이 만든 모형자동
차를 보고 실제로 판매가 가능한지 의문을 갖게한다.
Ÿ

관련동영상
그림도구

Co

꼬마 자동차 디자이너의 활약을 보고 자신이 어렸을 때와 비교하여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Ÿ

미래형 자동차나 디자이너가 만든 자동차는 실제 사용에 불편해 보이는데도 불
구하고 그런 차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토의한다.

[그림 2. 자동차 디자이너 관련 유튜브 동영상화면과 그들이 만든 자동차 모형]
2. A4크기의 종이를 조별로 나누어 주고 자신이 구상하는 자동차를 상상력을 발휘
하여 그려보도록 지도한다.

1. 학생들에게 다양한 블록 모양과 원모양의 그림을 나누어주고 이를 사용하여 자신
이 디자인한 차의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지도한다.



다양한
도형
모양의
도안 모음

학습
활동
전개
(6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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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어진 도형 도안종이를 오려서 도입단계에서 스케치한 자동차 모양을 비슷하
게 만든다.
Ÿ

Co

주어진 도안의 모양이 이미 정해졌는데 원하는 자동자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까?

Ÿ

주어진 도안 모양은 실제 자동차 디자인에서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토의하
여 찾아내도록 지도한다.

Ÿ

차를 구성하는 기본 부품을 포함하면서 디자인을 해야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조별로 아두이노 모형자동차의 외형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충분
하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별 모형 자동차의 외관을 완성하도록 지도한다.

두꺼운
종이


하드보드지
폼보드
물감
색종이

학습
활동
전개
(65분)

[그림 3. 다양한 재료로 만든 자동차 모형]
Ÿ

자동차의 외형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재료는 무엇인지 토의한다.

Ÿ

만들기 쉬운 재료와 견고하고 단단한 재료를 어떻게 같이 사용해야 좋을 지를
탐구한다.

Ÿ

재료 자체의 색을 이용하는 것과 나중에 색을 칠하거나 색종이를 붙이는 것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조별로 발표한다.

Ÿ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실제 자동차 제작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외형의 소재
와 비교하여 비슷한 점과 그 이유를 정리하고 발표한다.

3. 모형자동차의 외형이 제작이 완료되면 아두이노 자동차 모듈과 결합하여 작동여
부를 확인한다.
Ÿ

모형자동차의 외형을 아두이노 자동차에 결합한 후에 전원스위치의 조작이나
USB포트를 이용하여 선을 연결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Ÿ

자주 사용해야하는 스위치가 있는 위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지를 토
의하고 외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Ÿ

아두이노 모듈의 차체외 외형을 결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토의하고 분리와 결
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Ÿ

건전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외형을 분리할 것인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
지를 결정한다.

4. 모형자동차의 외형 제작과 점검이 완료되면 아두이노 모형 자동차의 내부 구조도
를 그려서 실제자동차의 A/S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정비센터에 보내는 가장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한다. 
Ÿ

아두이노 자동차 모듈을 보고 대략적인 스케치를 한 다음 이를 보고 내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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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구류

조도를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활동
전개
(65분)

[그림 4. 아두이노 자동차 본체(좌)와 내부 구조도(우)]
Ÿ

아두이노 자동차의 구조도를 완성하고 각각의 부품 이름을 적고 기능 설명을
첨부한다.

Ÿ

다른 조 학생들과 구조도를 서로 바꿔서 보면서 자신의 조가 그린 구조도를
다른 조에서 이해하는 지를 파악한다.

Ÿ

실제 자동차가 고장났을 경우 자동차의 구조와 부품의 기능을 알아야 수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를 각 조가 상호간에 토의를 한다.

Ÿ

서로의 구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도를 그리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들
찾아보고 그리는 규칙도 조별로 상의해서 정한다.

1. 조별로 완성한 아두이노 모형자동차를 모아서 모터쇼를 연출한다.
Ÿ

ET

CD

모터쇼를 준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와 관련된 진로에 대한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Ÿ

모토쇼에 출품한 모형자동차의 인기가 많은 조에게는 선물을 주고 칭찬한다.

2. 학생들이 만든 모형자동차가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
마무리
(15분)

상을 한다.

ET

CD

Ÿ

우수한 활동을 한 학생들을 칭찬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Ÿ

자신이 만든 자동차의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안내한다.

3. 마무리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보충할 것임을 알려주어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 실습위주로 진행되는 학습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세
지도상
유의점

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2. 도구조작에 있어서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주의를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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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결과물

4_2) 학생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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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 스케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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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모형 자동차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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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3) 교사용 학습보조자료

- 66 -

아두이노 자동차 내부 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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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1~2
/8

평가방법

평가도구

산출물평가

산출물

산출물평가

산출물

관찰평가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산출물

동료평가

평가 스티커

실험보고서의 완성도 및 포스터 결과물 모두 우수

중 실험보고서의 완성도 및 포스터 결과물 중 한 가지 우수
하

실험보고서의 완성 및 포스터 결과물 제출

상 학습 활동지와 코딩 및 아두이노 조립 결과물 모두 우수
3~4
/8

5~6

중

학습 활동지와 코딩 및 아두이노 조립 결과물 중 한 가
지 우수

하

학습 활동지와 코딩 및 아두이노 조립 결과물 완성

상

스마트폰 앱 코딩 완성, 아두이노 문자출력 성공

중

스마트폰 앱 코딩 완성, 아두이노 문자출력 성공
중 하나 성공

하

스마트폰 앱 코딩 완성, 아두이노 문자출력 성공
교사 도움으로 오류 수정 후 작동확인

상

아두이노 모형자동차 완성 후 평가 스티커 8 개 이상

중

아두이노 모형자동차 완성 후 평가 스티커 5 개 이상

하

아두이노 모형자동차 완성 후 평가 스티커 1 개 이상

/8

7~8
/8

가. 산출물 평가지(1~2차시)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평가기준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5

학습활동지
(25)

포스터
(25)

완성된 그림

파의 모양, 간섭현상이 나타나는 위치

실험결과 정리

파동의 전달과정과 파의 운동에 대한
기술 정도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완성도

주제 적합성

파의 설명에 대한 전달력 정도

디자인

시안성 및 심미성

발표

발표 및 학생 반응 정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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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1

나. 산출물 평가지(3~4차시)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평가기준

5

4

3

2

1

아두이노 보드에 아두이노 각부의 명칭 숙지와 기능에
대한 이해도
대한 이해정도
학습활동지
블루투스
모듈의
아두이노
보드에 블루투스 모듈
①，②
조립
결합의
정확도
(25)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완성도
코딩결과물
아두이노
조립상태
(25)

코딩의 완성도

6개 영역의 정답일치정도

모듈 조립상태

아두이노 모듈의 조립완성도

발표

발표 및 학생 반응 정도
합계

다. 관찰평가지(5~6차시)

번호

지식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이름

앱을 만들 수 있다.
상
중
하

태도
학생들과의 협력, 집중 정도
상

중

비고

하

라. 산출물 평가지(5~6차시)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평가기준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5

학습활동지
(25)

학습활동지
작성의 완성도
활동지
①②③문항의
작성 정도
보고서 작성

산출물
평가
(25)

스마트폰 앱
설치 가능정도
문자출력 앱의
완성정도
발표

앱 인벤터를 이용한 블록코딩의
정확도
각 문항의 요구활동에 맞는 활동 및
기록정도
보고서의 완성도
코딩한 프로그램의 업로드 가능정도
문자출력의 정확도
발표 및 학생 반응 정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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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1

마. 동료 평가지(13~16차시)
모둠명
평가 스티커

합계

평가항목
모형자동차 외형의
예술성
모형자동차 외형의
독창성
견고성
작동성능

바. STEAM교육 체크 리스트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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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STEAM교육 관련 활동사진 모음
1. 서울과학축전 융합과학 체험마당 부스운영 활동 자료
Ÿ

활동 주제 : 3D 홀로그램 투영장치 만들기

Ÿ

부스운영 포스터

Ÿ

홀로그램 동영상과 홀로그램 투영장치 제작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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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서울과학축전 융합과학(STEAM)체험마당 부스운영활동 사진

2. 아두이노 모형자동차 만들기 활동사진

- 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