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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교수학습지도안, 교사용 참고자료, 학생용 활동지)
부록 2.
학생 산출물, 사진, 수업 영상, 성찰일지, 교사의견, 자체평가 결과 등

1. 요약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는 드론, 3D프린터, 아두이노 등을 소

재로 메이커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 혁명 프로젝트의 개발 및 적용
을 통하여 21세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
의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진로 의식의 신장에 주목적이 있다. 학교 현장에
서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한 드론, 3D프린터, 아두이노, 영상 제작을 활용하여
STEAM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기 개발된 아두이노 관련 STEAM교

육 자료를 보완하여 실제로 적용하고,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수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힘쓴다. 이
러한 활동을 종합하여 4차 산업과 울산의 관광 자원을 결부시켜 울산의 홍보
UCC를 제작하였다.

2. 서론

◦ 2015 개정 교육과정 지리 과목 ‘성취기준 영역’에 따른 정규 수업 및 창의적 체
험활동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 STEAM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3. 연구 수행 내용
①

연구 수행 개요
프로그램명
학교급
중심과목

STEAM 연계과목
프로그램
구분
개발계획

4차 산업으로 울산을 말하다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지리
수학
과학
주제
연번
1
2
3
4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연계과목

2학년
[지리 2학년] 지역사회의 이해
[고등학교 1학년] 삼각함수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
차시
(시수)
3
3
4
4

(3) 첨단과학의 이해
과목 연계(안)
지리(2)
지리(2)
수학(3)
과학(3)

+
+
+
+

수학(1)
과학(1)
과학(1)
수학(1)

개발·적용
※ 2019. 11 . 15 . 기준, 14차시 중 14차시 적용 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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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유형2)
- 탐구 주제 및 성취 기준 분석
과목

영역

지리

지역사회의 이해

성취기준

한지1243.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내부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토지 이용의 유형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과학탐구
실험

3) 첨단 과학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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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삼각함수

[12심수Ⅰ03-02]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 적용 : 삼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140명, STEAM 동아리 적용

③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분석 및 조사
- STEAM 수업 적용 학생 성취도(지식·기능·태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학교생

활 기록부 세부특기 사항란에 수업 내용 기재

- 과정중심 평가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수행 활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주체가 되며, 수
행 과제의 특성에 따라 논술, 구술,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 활동에는 지식, 기능, 태도 중 특정한 영역이나 여
러 영역이 통합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핵심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
활동에 담긴 핵심역량 요소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생도 자신의 활동 반성이나 동료
의 활동을 평가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자기평가, 동료 평가, 교사 평가로 나눌 수 있고, 각 수업
특성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 STEAM 수업 적용 전·후 학생 태도검사

학생 태도검사는 ‘STEAM 교육 지원연구단’에서 제공하는 사전검사와 사후검
사를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 STEAM 수업 적용 후 학생 및 교사 만족도 조사
‘STEAM 교육 지원연구단’에서 제공하는 태도검사와 만족도 조사양식 배포,

취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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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TEAM 교육 협력 연구 및 확산 실천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STEAM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 등 행사

참여
- 울산 STEAM 협의체와 연계하여 STEAM 교사연구회 주관으로 공개수업 1회, 학

부모와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연수 1회 개최
- STEAM 자료집 제작 및 배포
- 교사대상 연수 개최

드론, 3D 프린트, 영상제작 등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자율 연수 형식으로 개최

4. 연구 수행 결과

◦ 연구결과 활용(확산)방안

- 성과 발표를 통해 STEAM 교과 이외의 교과에도 과정중심 평가나 다양한 수

업 방법에 대해 확산
- 다양한 연수를 통해 성과 확산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학생 태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수행 결과
총 14차시
2019. 5. 1. ~ 2019. 10 . 30 .
120명(고등학교 2학년, STEAM 동아리)
4월 30일, 2개 학급(48명) 실시 완료
10월 16일, 2개 학급(44명) 실시 완료
10월 29일 실시 완료
2019.10. 18 . 6교시(14:30~15:20) 수업공개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특허출원(국외, 국내)

2019.8. 24 . ‘STEAM 축제행사’ 개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결론 및 제언
- STEAM 수업을 통해 교실을 더 이상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목

소리가 가득한 공간, 구성원들의 움직임이 허용되는 다이내믹한 공간으로 만
들어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업을 재구성하고, 학생의 학습
패턴을 재구성을 통해 과학 긍정 경험 확대 기대
-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과정 중심 STEAM 평가가 미흡하였으며, 관찰평가, 동

료평가, 자기평가, 산출물 평가로 평가 유형 또한 STEAM 수업 유형에 상관없
이 보편적으로 반복되어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과정중심 평
가 방안에 대해 모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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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고등학교 STEAM 프로그램 - 4차 산업으로 울산을 말하다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번

차시

1

1~3/14

2

4~6/14

3

7~10/14

4

11~14/14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한지1243.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내부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토지 (지리)
이용의 유형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7) 지역 이해

한지1243.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내부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토지 (지리)
이용의 유형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7) 지역 이해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과학)
(3) 첨단과학탐구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12심수Ⅰ03-02]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수학)
(4) 삼각함수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4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울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팸플릿 및 비주얼씽킹 카드 제작

※ 울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팸플릿을 작성하고 갤러리 워크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지역
의 특성을 탐구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의 인구, 산업, 역사, 관광 등의 인문적 특성뿐만 아니
라 기후, 지형, 토양, 식생 등 자연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지역성이 드러날 수 있다. 이에
울산의 인문적 특성과 자연적 특성의 융합을 통해 울산의 팸플릿을 제작하고자 한다.
Co

1~3
/14

상황 제시

• 동기 유발
- 울산시가 동영상 시청하기
- 울산시가에 대한 느낀 점 말해보기
CD

〔울산 팸플릿 및 비주얼씽킹 작품 제작〕

• 기존에 출판된 우리나라 각 지역의 팸플릿 분석하기
• 모둠별로 울산의 관광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기
• 울산 12경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위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 울산에서 자랑할 만한 관광 자원 TOP 3와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해주고 싶은 장소를 소개하고,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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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UCC 영상 방향을 세워보기
• 울산 팸플릿 및 스톱모션 영상에 필요한 비주얼씽킹 카드 만들기
• 비주얼 씽킹 카드가 끝나면 갤러리 워크를 통해 발표를 한 후 담당 교사와 각 모둠은 주어 진 평가지
를 통해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ET

감성적 체험

•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울산이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생태 관
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로 탈바꿈했음을 알 수 있다.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Co

스톱모션을 통한 울산 홍보 스토리 영상 제작하기

상황 제시

• 동기 유발
- 울산 소개하기 스톱모션 디딤 영상(2018년도 울산 홍보 UCC 수상작품) 시청하기
- 4인 1모둠을 기본으로 하여 모둠별 스톱모션
4~6
/14

CD

동영상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스톱모션 영상 제작 및 발표하기〕

• 울산 홍보 UCC 작품에 대한 기획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 앞차시에 제작했던 비주얼씽킹 카드(또는 클레이)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 스톱 모션 편집 프로그램 (무비메이커 또는 프리미어프로)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다.
• 성취기준에 도달한 모둠은 제작한 동영상을 제출하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도록 한다.
• 관찰 평가, 모둠 간 평가를 실시한다.
ET

감성적 체험

• 우리가 사는 울산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Co

아두이노를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코딩하기

상황 제시

• 동기 유발
- 우리 주변에 도입되고 있는 자율주행의 예를 제시한다.
- 뉴스 자료 활용 : T맵에서 제공하는 V2X 기술 기반 경보 시스템
7~10
/14

두바이에 도입되는 자율 주행 드론 택시
CD

창의적 설계

▸ 아두이노 보드와 통신하기
▸ LED 제어하기
▸ 스피커 제어하기
▸ 서보모터 제어하기
▸ DC 모터 제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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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센서 사용하기
▸ 블루투스 HM-10 사용하기
ET

감성적 체험

•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외에
도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운전하는 시간을 여가 활동이나 다른 생산적인 일에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Co

3D프린터를 통한 상상을 현실로 구현 프로그램

상황 제시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사 제시하기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유전공학을 비
롯한 미래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을 뜻한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
류가 겪을 영향력은 불의 발견, 농업의 발견, 산업혁명 등 기존에 손꼽히던 인류역사에 가장 큰 변혁을 가
져온 사건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겪었던 1·2·3차 산업혁명보다 더
빠르고, 다양한 범위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로봇이나 3D 프린팅 같은 초지능 기술로 인해 인
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5%에 불과하며, 아직까지도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창의력은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11~14
/14

CD

창의적 설계

▸ Fusion 360 (AutoDesk) 계정 만들기
▸줌 기본설정 변경 및 뷰큐브 활용
▸ Sketch 모드와 Sketch Stop
▸익스트루드와 히스토리바
▸ 간단한 도형 만들기
▸울산 반구대 암각화 3D 프린팅하기
ET

감성적 체험

• 울산의 문화 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3D 프린터로 제작함으로써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다.
• 3D 프린트의 원리와 작동 원리를 숙지함으로써 미래의 3D 프린트 활용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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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수업지도안 (1~3차시/14차시)
중심과목

지리

학교급/학년

[12한지07-07] 영남 지방의 인구 및 산업 분포를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 통해 지역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고, 이 지역 주

성 취 기 준 (7)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한다.

주제(단원) 울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팸플릿

학습목표

요 도시의 특성을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설명

취기준

영역
명

고등학교/2학년

및 비주얼씽킹 카드 제작
1. 울산의 도시 특색을 알 수 있다.

차시

1~3/14

2. 울산의 산업 구조와 관광 자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7대 도시 중 하나인 울산의 인구는 약 120만 명이며, 면적은 1,060㎢로(서울의 1.7배 정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시로 승격되었고, 1997년에
광역시가 되었으며, 자동차·조선해양·석유화학산업이 집적된 한국 최대의 산업클러스터로서 한 해 수
출이 1,000억 달러를 넘나드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서 경제성장
을 이끌어 온 울산은 ‘공해도시’라는 오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대대적인 환경 복원 프로젝트를

개발 의도

추진한 결과,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1급수 수준의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우리나라 최대 규모
의 백로 서식지가 되었으며, 대기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친환경 생태 도시로 거듭 났다.
또한 신라시대 이래로 국제 해상무역의 관문이었던 울산은 세계적인 선사유적인 반구대 암각화와 천
전리 각석이 자리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또한,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 아름다운 풍
광을 자랑하는 영남알프스,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장생포 고래마을과 고래박물관, 주탑 간 거리가 세
계에서 세 번째로 긴 울산대교 등 보석 같은 관광 자원 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의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홍보 UCC를 제작하고자 한다.

STEAM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준거는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3가지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감성적 체험

수업 지도

실생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안

<STEAM 교수학습 준거>

- STEAM
- 상황 제시(Context Presentation,

Co

)는 학습 내용을 학생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실생활

문제로 인식하고 몰입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

CD

)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다.
-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

ET

)은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와 몰입, 성패의

가치, 도전의지 등 다양한 경험과 성찰을 강조한다.

- 7 -

3-1. 수업 지도안 (1~3차시/14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 제시

• 동기 유발
- 울산시가 동영상 시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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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가에 대한 느낀 점 말해보기

동영상 및 사

- 울산도서관에 비치된 관광 책자의 종류 제시하고 느낀 점 말해보기

진 자료
Tip!

도입

울산시가 동영
상과 울산도서
관에 있는 관광
ET

감성적 체험

자료를 학생들

• 울산 관광 자료와 책자가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시대에 맞는 홍보 자료를 만들 필요

에게 제시한다.

성을 느낄 수 있다.
• 학습 목표 제시
울산 홍보 자료를 기획하며 구성할 수 있다.
CD

〔울산 팸플릿 및 비주얼씽킹 작품 제작〕

• 기존에 출판된 우리나라 각 지역의 팸플릿 분석하기
• 4~5인 한 모둠으로 나누어 브레인라이트닝 방법으로 울산 홍보 팸플릿은 어떻게 기획
하는 게 좋을지 과제 부여하기 [학습지 1]

전개

팸플릿

및

비주얼씽킹
작품 제작
Tip!

‧모둠원 전체가

• 모둠별로 울산의 관광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기 [읽기자료 1, 2, 3]

협력하여 팸플

• 울산 12경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위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읽기자료 4]

릿을 만들도록

• 울산에서 자랑할 만한 관광 자원 TOP 3와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해주고 싶은 장소를 소개하

하며, 모둠에서

고, 울산 홍보 UCC 영상 방향을 세워보기 [학습지 2]
• 울산 팸플릿 및 스톱모션 영상에 필요한 비주얼씽킹 카드 만들기 [학습지 3]

소외되는 사람
들이 없도록 격
려한다.

• 비주얼 씽킹 카드가 끝나면 갤러리 워크를 통해 발표를 한 후 담당 교사와 각 모둠은 주어 ‧ 교사는 학생들
진 평가지를 통해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읽기자료 5] [평가지 1]

의 활동 사항을
관찰 평가를 통
하여 기록한다.

• 울산 홍보 비주얼씽킹 카드에 대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정리한다.
ET

정리

감성적 체험

•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울산이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생태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로 탈바꿈했음을 알 수 있다.
• 다음 차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스톱모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과제로 제시
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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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생활동지(1~3차시/14차시)

학습지

1

울산 홍보 팸플릿 기획

1. 팸플릿의 제목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설레임, 울산’ 또는 ‘울산은 관광도시이다’ 등

2. 울산 팸플릿의 전체적인 기획안에 대해 적어보세요. (차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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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2

만나보고 싶은 울산

1. 본인이 생각하는 울산은 어떤 곳인지 작성해 주세요.

2. 울산에서 촬영으로 담고 싶은 지역을 활동지에 넣은 후,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사진 넣는 곳)

(사진 넣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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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넣는 곳)

(사진 넣는 곳)

(사진 넣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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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에서 자랑할 만한 관광 자원 TOP 3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진 또는 장소를 작성 해주세요

(사진 붙이는 곳)

(

(사진 붙이는 곳)

)

(

(사진 붙이는 곳)

)

(

)

4. 울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해주고 싶은 장소를 정하고 직접 홍보 및 소개를
해주세요.

5. 지금까지 작성한 것을 기본으로 울산 홍보 UCC 영상 방향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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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3

울산 홍보 비주얼씽킹 카드 만들기

1. 울산 홍보 UCC를 비주얼씽킹으로 제작해 보세요.

비주얼씽킹 작성법
- 비주얼 싱킹(visual thinking)은 자신의 생각을 글과 이미지 등을 통해 체계화하고 기억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시각적 사고 방법이다.
- 스톱모션을 제작하기 위해 비주얼 씽킹에 사용하는 그림은 사물이나 개념의 특징만을 빠르
게 간단하고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 모둠 토의를 통하여 독도가 우리땅인 근거를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하고 스토리텔링 형태로
제작하기

2. 다음 예시와 같이 스토리보드(또는 만화)를 활용하여 스톱모션에 해당하는 카드(또는 클레이)를 만들어 보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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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사자료 1 (1~3차시/14차시)

읽기자료

1

울주 천전리 각석

울주 천전리 각석에는 선사시대(청동기시대) 조각인 마름모조각, 중첩동그라미, 우렁무늬, 물결무늬등 기하
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아래쪽에는 신라 법흥왕 26년 입종갈문왕이 순례한 기념 명문이 있다. 이곳은
신라 화랑의 수련장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시대 연구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공룡발자
국 화석은 약 1억년 전 전기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중대형 공룡들의 것으로 귀중한 자연사 자료이다. 이곳은
대형 초식 공룡인 울트라사우루스 등 2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있으며 육식공룡의 발자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화로운 공룡공원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화석은 지구상에 살았던 생명체가 남긴 유해나 흔적을 말한다. 화석을 통해당시 살았던 생물의 정체를 밝
히고 당시 생물들의 생활상과 특징을 알 수 있다.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천만 년 전에 출현하여 약
6천 5백만 년 전까지 무려 1억 6천 5백만 년 동안 지구에 살았다. 공룡을 살았던 시기를 지질학적으로 중생
대라 하며, 공룡은 중생대에, 육상에서 생활하고, 아래로 뻗은 곧은 다리를 가진 파충류의 한 무리로 정의할
수 있다.
공룡발자국화석은 공룡의 종류, 이동경로, 행동패턴, 생활방식 등을 밝혀낼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2년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안에서 국내처음으로 공룡발자국화석이 발견되었으며, 지금까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중생대 퇴적 분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퇴적분지들은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는 모두가 호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크고 작은 호수에서 퇴적물이 쌓여 지금의 퇴적분지를 만들었
다. 이들 퇴적분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금의 경상남북도(울산포함)일대에 분포하는‘ 경상분지’이다. 경
상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는 지역이며, 특히 공룡발자국의 다양성과
보존성, 그리고 학술적 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경상분지의 퇴적층 중 하양층군의 대구층에 속하며 대구층은 인근의 함안층
과 대비된다. 공룡발자국들은 이암층에 보존되어 있으며 건열, 물결자국, 사층리 등의 퇴적구조와 무척추동
물의 흔적화석들이 관찰된다. 공룡발자국이 포함된 지층은 이암과 셰일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곳곳에 사암이
협재되어있다.
공룡발자국은 총 131개가 확인되었으며, 초식공룡인 조각류와 용각류의 발자국이 관찰된다. 하상에 인접하
여 발자국의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며 많은 발자국들이불규칙하게 배열되어 개별 공룡의 보행렬은 구별하기
어렵다. 관찰되는 조각류 발자국의 크기(길이)는 약 24㎝~40㎝내외이며, 용각류 발자국의 크기는 약 60
㎝~80㎝ 내외이다. 공룡발자국의 크기별 분류에 의하면 조각류와용각류 모두 중형 내지 대형에 속하는 크
기이다. 인근 20m 아래의 하상에는 25개의 발자국이 관찰된다. 용각류와 조각류의 발자국이 우세하나 육식
공룡인 수각류의 발자국이 2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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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2

1백여 년 아름드리 자란 송림이 우거진 대왕암공원

화강암은 언양읍 일대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여러 곳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중생대 백악기 불국사 변
동 때 관입한 불국사화강암은 태화강 하국의 북쪽, 방어진 일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대왕암공원은
거대한 화강암괴가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원래 문무대왕릉으로 불리는 대왕암은 경주시 양북면에 있
는데 이곳에서도 같은 이름의 바위가 있다. 문무대왕비가 부군의 뜻을 따라 사후에 용이 되어 이 바위 아래
에 잠겨 용신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울산 12경 중의 하나인 대왕암 송림은 100년 세월의 아름드리 송림 1만 5천여 그루가 장관을 이루며, 송
림 탐방로가 있어 소나무의 짙은 내음을 만끽할 수 있다. 대암암공원에서 슬도까지 해안산책로가 조성되어
동해의 탁 트인 푸른바다와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비경을 즐길 수 있다. 「욕망의 불꽃」「메이퀸」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슬도는 자그마한 구멍으로 섬 전체가 뒤덮여 있으며,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거문고 소리가
난다 하여 슬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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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3

강동 화암 주상절리

주상절리는 분출화산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로 현무암질 용암류에서 나타나는 기둥모양의 수
직절리로 용암이 화구로부터 흘러나와 급격히 식으면서 발생하는 수축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 주상절리는
수직으로 발달한 절리들에 의해 다각형(삼각형내지 육각형)의 단면을 갖는 기둥모양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
이다. 강동 화암 주상절리는 신생대 제3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주상절리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상절
리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와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상절리들이 수직으로 발달하는 반면, 강동
화암 주상절리는 절리면이 지표면에 수평, 수직, 경사진 형태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특히 지표
면과 평행하거나 비스듬하게 경사진 수평 주상절리의 발달이 우세하다. 주상절리에서 관찰되는 단면 모양은
사각형에서부터 칠각형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이 중 육각형의 형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오각형이 우세하다. 강동화암주상절리의 횡단면이 꽃무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의 이름인 화암(花岩)은 여기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강동 화암 주상절리의 단면 직경은 10cm~70cm까지 다양하며 평균 약30cm~50cm 크기이다. 이 중 수평
주상절리의 단면 직경이 수직 주상절리보다 더 큰 단면 직경을 갖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주상절리의
직경은 냉각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넓은 직경의 주상절리는 느린 냉
각에 의해 형성되고 작고 좁은 직경을 갖는 주상절리는 상대적으로 빠른 냉각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강동화암주상절리의 경우, 지표면과 평행한 주상절리들이 수직인 주상절리보다 상대적으로 느
린 냉각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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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 12경

① 태화강대공원과 십리대숲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울산의 대표 도심공원으로, 태화강과 태화강
양편에 형성된 4.3㎞의 십리대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생태환
경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태화강을 따라 조성된 태화강대공원은 도심 속 휴식 공
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푸른 대숲은 해 질 녘에 찾으면 한층 더 낭만적
이다. 영남 3루로 불리는 태화루에서 바라보는 태화강의 풍경과 백로, 까마귀가
찾는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다.

② 대왕암공원

신라시대 문무대왕비가 죽어서 문무왕처럼 동해의 호국룡이 되어 이 바다에 잠겼
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공원에서 슬도까지 이어진 해안산책로는 동해의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 100년이 넘은 해송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③ 가지산 사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하며, 낙동강과 동해를 나누면서 남하하는 '낙
동정맥' 에서 3번째로 높은 산인 가지산(1,241m)은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울
산의 산 중 최고봉이다. 봄에는 진달래와 천연기념물 제462호인 철쭉군락지가 봄
정취를 한껏 자아내고, 여름에는 석남사 계곡, 심심이 계곡, 학소대폭포가 있는
학심이골, 오천평반석이 있는 쇠점골계곡, 호박소가 있는 용수골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들어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겨울
에는 쌀바위 주변에 쌓인 설경이 아름답다.
④ 신불산 억새평원

울주군 상북면과 삼남면 경계에 걸쳐 있으며 간월산, 영축산과 형제봉을 이룬다.
영축산 사이 약 3km 구간에는 넓고 평탄한 능선이 이어지면서 억새밭이 펼쳐진
다. 억새를 보며 등산의 백미를 느낄 수 있고 패러글라이딩도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의 억새평원으로 꼽힌다. 봄이면 억새밭의 파릇파릇한 새순을, 가을이면 은빛
물결이 일렁이는 억새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등산객이 몰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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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간절곶 일출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은 포항의 호미곶보다 1분 강릉 정동
진 보다 5분 정도 해가 빨리 뜨는 일출명소로 매년 1월1일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간절곶 주변에는 유채꽃과 진달래 꽃 등 계절별
로 꽃을 심어 주변환경과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주위에
는 울창한 송림,기암괴석 뿐 아니라 서생포왜성과 나사봉수대와 온양옹기마을
등의 관광명소가 즐비하며, 여름이면 울산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진
하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다.

⑥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각석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암각화는 지구상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포경유적(신석
기)으로 북태평양 연안지역의 선사시대 해양어로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
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보 제147호인 천전리각석은 선사시대 암각화
와 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세선화, 명문 등 여러 시대 에 걸쳐 각종 문양들이 새
겨져 있어 역사·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

⑦ 강동·주전 몽돌해변

주전에서 강동으로 이어지는 해안가는 울산이 가진 관광자원 중 하나이다. 주
전해변에는 동해의 푸른바다와 더불어 깨끗한 몽돌 자갈이 해변에 늘어져 있
다. 해변에 늘어져 있는 새알같이둥글고 작은 몽돌은 타해수욕장의 모래와 달
라 일반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며 몽돌을 맨발로 밟으면 지압역
할을 해서 산책로로 주목을 받고 있다.

⑧ 울산대공원

울산대공원은 도심공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369만㎡)로 시민들의 명품 휴
식공간이자 도심 생태공원이다. 장미원과 나비식물원, 동물원, 느티나무 산책
로, 이색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공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년 5월경에는 장미
축제가 열려 아름답고 다양한 장미꽃 향연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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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울산대교

울산대교는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을 잇는 1,800m의 현수교
다. 화정산 정산에 자리한 지상 4층, 높이 63m의 울산대교 전망대에 올라서면
울산대교와 자동차, 조선해양 등 산업시설과 울산의 시가지가 파노라마로 펼쳐진
다. 특히, 밤에 보는 공단과 도심은 다른 곳 에서 경험하기 힘든 이색적인 볼거리
를 제공한다.

⑩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래특구이다. 박물관,
생태체험관, 장생포항의 옛 모습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돌고래와 함께하는
생태설명회, 수족관, 4D 영상관 등을 운영하고 있고 고래여행 바다선을 타고 동
해로 고래를 찾아 떠날 수 도 있다.

⑪ 외고산 옹기마을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이어오고 있는 전국 최대의 옹기마을이다. 옹기아카데미
관에서는 가족이나 단체 등이 전통 옹기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
며, 옹기박물관과 전시관에서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최대옹기 등 300여점의 숨
쉬는 그릇을 만날 수 있다.

⑫ 대운산 내원암 계곡

깊은 숲과 청량한 계곡, 반석들을 품고 있는 대운산은 예로부터 영남 제일의 명
당으로 원효대사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내원암이 있다. 치유의 숲과 수목원이 잘
갖춰져 있고 날씨가 좋은 날은 정상에서 대마도 조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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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활동 사진 및 결과물 (1~3차시/1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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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수업지도안 (4~6차시/14차시)
중심과목

지리

학교급/학년

[12한지07-07] 영남 지방의 인구 및 산업 분포를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 통해 지역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고, 이 지역 주

성 취 기 준 (7)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한다.

주제(단원) 스톱모션을 통한 울산 홍보 스토리

학습목표

요 도시의 특성을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설명

취기준

영역
명

고등학교/2학년

영상 제작하기
1. 울산의 도시 특색을 알 수 있다.

차시

4~6/10

2. 울산 홍보 UCC를 스톱모션 기법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7대 도시 중 하나인 울산의 인구는 약 120만 명이며, 면적은 1,060㎢로(서울의 1.7배 정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시로 승격되었고, 1997년에
광역시가 되었으며, 자동차·조선해양·석유화학산업이 집적된 한국 최대의 산업클러스터로서 한 해 수
출이 1,000억 달러를 넘나드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서 경제성장
을 이끌어 온 울산은 ‘공해도시’라는 오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대대적인 환경 복원 프로젝트를

개발 의도

추진한 결과,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1급수 수준의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우리나라 최대 규모
의 백로 서식지가 되었으며, 대기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친환경 생태 도시로 거듭 났다.
또한 신라시대 이래로 국제 해상무역의 관문이었던 울산은 세계적인 선사유적인 반구대 암각화와 천
전리 각석이 자리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또한,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 아름다운 풍
광을 자랑하는 영남알프스,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장생포 고래마을과 고래박물관, 주탑 간 거리가 세
계에서 세 번째로 긴 울산대교 등 보석 같은 관광 자원 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의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홍보 UCC를 제작하고자 한다.

STEAM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준거는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3가지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감성적 체험

수업 지도

실생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안

<STEAM 교수학습 준거>

- STEAM
- 상황 제시(Context Presentation,

Co

)는 학습 내용을 학생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실생활

문제로 인식하고 몰입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

CD

)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다.
-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

ET

)은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와 몰입, 성패의

가치, 도전의지 등 다양한 경험과 성찰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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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업 지도안 (4~6차시/14차시)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Co

상황 제시

• 전 차시 수업 내용 확인
산업 수도 울산의 역사, 지리, 관광 등 홍보 자료에 대한 내용 정리
• 동기 유발

동영상 자료

- 울산 소개하기 스톱모션 디딤 영상(2018년도 울산 홍보 UCC 수상작품) 시청하기
- 4인 1모둠을 기본으로 하여 모둠별 스톱모션 동영상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
도입

다.

Tip!

기존 수상작품
의 영상 자료를

• 학습 목표 제시
본 수업은 디지로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우리고장 울산에 대한 관심을 함양하는데 학

학생들에게 제
시한다.

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T

감성적 체험

• 정확하고 유의미한 울산의 관광 자료를 통해 울산 홍보의 의미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파악
하고,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CD

〔스톱모션 영상 제작 및 발표하기〕

스톱모션을 통한
스토리 영상 제작하기

스톱모션 영
상 제작
Tip!

• 스토리 영상 자막 넣

전개

•

기

울산 스토리를 비주

얼씽 킹으로 제작하기

• 영상 편집 프로그램
으로 동영상 자르고 합

• 비주얼씽킹을 스토리

치기

텔링으로 연결하기

‧모둠원 전체가
협력하여 영상
을 만들도록 하
며,

모둠에서

소외되는 사람
들이 없도록 격
려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UCC제작
방안 생각하기
• 울산 홍보 UCC 작품에 대한 기획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학습지 1, 2]
• 앞차시에 제작했던 비주얼씽킹 카드(또는 클레이)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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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할 때 사진 한 장에서 다른 한 장으로 넘어갈 때 대상의 움직임이 크지 않게 사
진을 찍어야 부드럽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스톱 모션 편집 프로그램 (무비메이커 또는 프리미어프로)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다.
[읽기자료 1]

‧ 교사는 학생들
의 활동 사항을
관찰 평가를 통
하여 기록한다.

• 동영상 제작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둠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역할 분담에
따른 개인의 적절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성취기준에 도달한 모둠은 제작한 동영상을 제출하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도록 한다.
• 관찰 평가, 모둠 간 평가를 실시한다.

‧동료 평가와 개
별 평가를 같이
진행하여 무임
승차가 발생하

• 학생 동료 평가지, 모둠별 상호 평가지를 제출하고 울산 UCC에 대한 성찰 시간을 부여한다. 지 않게 한다.
ET

감성적 체험

• 우리가 사는 울산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 디지로그를 통한 울산 홍보 UC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정리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할 수 있다.
• 모든 활동의 결과물은 모둠원들과 공유하면서 비교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며 모둠
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배려와 공감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 다음 차시에는 3D 제작 제품 및 자율자동차 스톱모션은 어떻게 연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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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생활동지(4~6차시/14차시)
4~6 차시

학습지

1

4~6/14 차시

울산 홍보 UCC 기획

1. 모둠원 학번, 이름

2. 울산 홍보 UCC 제목

3. 울산 홍보 UCC의 전체적인 기획안에 대해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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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차시
학습지
순
서

2

4~6/14 차시

스토리보드 제작
장면 그림

자막/대사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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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배경음악

4~6 차시
학습지
순
서

2

4~6/14 차시

스토리보드 제작
장면 그림

자막/대사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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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배경음악

4~6 차시

4~6/14 차시

* 스토리보드 작성 및 영상 제작 유의점
① 장면순서
정확하게 컷을 나누어 해당하는 컷 번호를 나누어 쓴다. 장면이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컷을 나눈다. 번호는 장
소, 배경, 등장인물, 시간, 상황 등이 변하는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② 장면그림
장면그림에는 컷에 해당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다. 그림 그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장
면 설명을 자세히 적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자막/대사
각각의 장면에 들어가는 대사 또는 자막 내용을 기록한다.
④ 효과음/배경음악
효과음과 배경음악은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튜브 오
디오 라이브러리에서 효과음과 배경음악을 저작권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
⑤ 기획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학생들이 점검표를 작성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촬영을 하기 전에 촬영 역할을 맡은 학생뿐 아니라 모든 모둠원이 함께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스
토리보드를 보고 촬영 순서를 확인하는 역할, 촬영하는 역할, 등장인물 역할 등 모둠원이 함께 계획대로 움직
여야 촬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⑦ 안정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삼각대가 필요한데 학생들은 삼각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스마트폰을 직접 들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 삼각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학생들과 미리 만들어 촬영하면 안정된
영상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⑧ 촬영이 마무리되면 스토리보드와 촬영영상을 꼭 확인하는 시간을 주고 촬영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
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지도한다. 수정과 검토 과정을 거치면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한다.
⑨ 스토리보드의 내용과 촬영 영상을 검토하고,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촬영 영상 원본과 배경음악 등을 하나의 폴
더에 저장한다. 1인 방송 콘텐츠 만들기를 위한 편집 프로그램은 뱁믹스, 베가스, 프리미어 프로 등의 프로그램
을 활용한다.
⑩ 정리하기 활동에서 공감하는 작품에 대한 댓글 달기 활동을 위해 칠판에 완성된 유튜브 콘텐츠 제목을 써 놓는
다. 미리 준비한 접착식 메모지에 공감 댓글을 적으면 차례로 나와 댓글을 붙이게 한다. 많은 공감을 받은 작품
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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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사자료 1 (4~6차시/14차시)

읽기자료

1

영상 제작 기초

1. 영상제작 기초
본 원고는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UCC나 단편영화에 맞추어 그 제작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Pre-Production
촬영에 들어가기 전 준비해야 할 일들, 쉽게 기획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 Production
실질적인 제작 과정으로 촬영 전반에 관여된 작업을 말합니다.
• Post-Production
컷 편집부터 시작해서 사운드 작업, 색 보정, 자막, 기타 그래픽과 효과 등이 들어가는 촬
영 이후의 단계입니다.
• 프로그램(Tool)
Final Cut Pro X, Adobe Premiere Rush / Premiere Pro / After Effects 맥에 특화된 파이널 컷을 제외한 어도비 제품
군은 맥, 윈도우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툴이 존재하지만, 이번에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
로’를 기준으로 진행예정입니다. 무료 체험판은 바이스 당 7일간 사용할 수 있고, 결제 시에는 Adobe의 Creative
Cloud 모든 크리에이티브 앱을 월 ₩9,400에 이용할 수 있고, 학생 및 교사는 전체 Creative Cloud 앱 구매 시 60%
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3,100/월). 툴 하나도 결제할 수 있지만, 전체 플랜에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
자인 등의 툴도 포함되어 있으니(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전체 결제를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2. 화면비
최종 결과물을 어떤 화면비로 구성할지 기획단계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영상은 시각 예술인 만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화면비의 설정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상산업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따라 변해왔습니다. 과거엔 TV나 모니터에 4:3의 크기로 제작
되어 옛 영상들을 보면4:3의 화면비로 구성이 되어있고, 현재는 일반 모니터나 핸드폰 액정(와이드한 핸드폰의 경
우 21:9)이 16:9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어 방송이나 대부분 영상이 16:9의 화면비로 제작됩니다. 영화에서는 주로 광
활한 스케일, 로케이션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2.35:1의 화면비를 사용합니다 (반지의 제왕, 프 로메테우스, 그래비
티). 하지만 수직적인 느낌이 강조되는 영화에서는 1.85:1의 화면비를 주로사용합니다(앤트맨, 퍼시픽림, 스파이더
맨, 쥬라기공원). 그리고기타 모바일 환경에서는 1:1 및 세로로 더 긴 화면비가 사용되기도 하죠. [그랜드부다페스
트호텔]은 이 화면비의 사용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시대에 따라 1.37:1, 2.35:1,1.85:1로 화면비가
바뀌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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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도(Pixel)
• HD: 1280*720px
• FHD: 1920*1080px
• 4K: 3840*2160px
요즘 시장에서 최종출력은 주로 Full HD(1920*1080px)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4K 촬영이 가능
한 시대입니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보통의 핸드폰 또는 카메라는 FHD에서는 고속촬영이 가능한 프레임레이트
를 제공하지만, 4K 촬영은 파일적으로무겁고, 프레임레이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K 환경으로 촬
영을 하는이유는 후반 작업에서 이미지 퀄리티, 선예도를 더 확보할 수 있고 화각의 변화에 따른화질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4K 촬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면서 이미지 퀄리티가 우선시 된다면 4K로 촬영하되,
각 장면에 따는 고속촬영이나 편집작업을가볍게 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 초당 프레임 수(Frame Per Second)

영상은 사실 사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초를 몇 장(FPS)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24p, 30p,
60p)로 나눌 수 있고, 각 환경이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에 따라, 그리고 촬영 당시의

상황에 따라 초당 프레임 수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초당 60장, 즉 60p가 넘어가는 영상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낼 결과물이
모두 다를뿐더러 하나의 결과물 안에서도 다양한 속도의 영상이 사용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출력물에 따라 일반적
으로 24p는 영화, 30p는 방송, 60p는 게임에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DSLR(미러리스) 또는 핸드폰 환경에서는 4K
촬영은 30p까지 지원하고 FHD에서 60p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클립을 4K 30p로 촬영하더라도 고속
촬영이 필요한 장면에서는 FHD로 60p 세팅을 해서 촬영을 진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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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출
카메라는 빛을 담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위해서는 조명의 사용과 주변 환경을 잘
통제하여 카메라의 적절한 노출값을 얻어야 합니다. 카메라의 노출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요소는 밝기뿐만 아니라 영상에 주는 영향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결과
물에 미칠 영향을 잘 이해하고 촬영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조리개
조리개는 심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낮아질수록 조리개가 열리고 영상이 밝아지며 얕은 심도를 얻게 됩니다.
흔히 아웃포커싱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며 의도한 만큼의 밝기와 심도를 위해서 잘 조정하여야 합니다.

7. 셔터스피드(셔터 앵글)
셔터스피드는 모션블러(잔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높을수록 셔터스피드가 빨라지고 영상이 어두워지며 모션
블러가 없는 영상을 얻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모션블러를 위해서는 초당 프레임 에 2를 곱한 값으로 설정하시면 됩
니다(24p: 1/48, 30p: 1/60, 60p:1/125). 낮 시간대에 영상이 너무 밝아졌다고 적정 셔터스피드에서 그 값을 더 올려 촬
영하게 되면 모션블러가 전혀 없어 어색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8. ISO
ISO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감도를 조절합니다. 이 값은 높아질수록 영상에 노이즈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어
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는 값을 올려야 하겠지만 광량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사용하고, 다이나
믹 레인지를 넓게 확보하고 싶다면 카메라사 마다 적정 ISO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값을 찾아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
다.

9. ND필터
ISO가 가장 낮은 상태이고 나머지 두 값 모두 적절하게 세팅되었는데도 너무 밝은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딜레
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조리개를 조여준다 ⇨ 심도가 깊어져 아웃포커싱 효과를 포기하여야한다.
― 셔터스피드를 높인다 ⇨ 모션블러가 없어져 어색한 클립을 얻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밝기를 줄여주는 ND필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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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도
안정적인 구도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 수평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높이(아이레
벨)에 맞추어 촬영하는 것도 안정적인 구도에 도움을 줍니다.
• 3분할(그리드)
영상을 가로 세로 3분할로 나누어서 그 선에 피사체를 놓거나 그 선들이 만나는 점에 만 잘 맞추어도 안정
적인 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핸드폰 카메라에서도 설정할수 있습니다.
• 여백
― 헤드룸: 머리 위 끝이 영상의 끝에 닿거나 너무 멀지 않게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 풋룸: 전신이 나오는 샷에서 헤드룸의 1/2 정도를 사용합니다.
― 루킹룸: 앉아서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볼 때 보는 방향의 여백을 많이 줍니다.
― 리드룸: 움직이는 방향의 여백을 많이 줍니다.
• 가상선
같은 장면에서 여러 각도를 사용할 시에 앞을 비추다가 갑자기 뒤를 비추면 흐름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의 가상선을 정해 180도 안에서 앵글을 바꿔 준다면 앵글이 계속 변하더라도 잘 이어지는 컷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상황이 변한다거나 반전의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 가상선을 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
니다.
• 점프컷
위 가상선을 지키면서도 너무 좁은 각도로 움직인 다른 앵글을 사용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앵글의 변화
일 수 있습니다. 앵글을 변화시킬 땐 최소 30도 이상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11. 화각
보통 필름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시절의 크기(Super 35mm) 또는 풀프레임 센서를 기준으로 렌즈 제조사들은 다
양한 렌즈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광각(16-35)
같은 초점 거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화각입니다. 주로 풍경이나 많은 정보를 담기에
적합합니다.
• 표준(24-70)
사람의 눈과 비슷하고 가장 일반적인 화각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왜곡이 적은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망원(70-200)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사물을 타이트하게 잡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화각입니다. 초점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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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활동 사진 및 결과물 (4~6차시/10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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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수업지도안 (7~10차시/14차시)
중심과목

공학 일반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3) 첨단과학 탐구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학년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

중심과목
성취기준

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아두이노를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코

차시
7~10/14차시
딩하기
1. 아두이노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고 각 부품들의 기능을 알 수 있다.

2. 아두이노와 SW 개발툴(아두이노 IDE)를 사용하여 직접 코팅하여 아두이노의 작동 원리를
학습목표

이해 할 수 있다.
3.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코딩과 부품을 알고 주어진 매뉴얼을 해석하여 최종적으
로 안드로이드 앱을 통한 자동차의 주행을 수행할 수 있다.
[12정보02-04]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

연계과목

고등학교 정보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합한 컴퓨팅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
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S
STEAM
요소

프로그래밍

T
E
A

자율자동차 키트 만들기
자율자동차 디자인 도안

M
개발 의도

아두이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의 소스를 통한 간접적인 코딩작업을 수행하지만
이를 통해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알아 가기 위함이다.

울산을 대표로 하는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을 목표로 기본적인 아두이노의 특징
과 간단한 코딩을 직접해보고 최종적으로 초음파 센서와 서보모터 등의 부품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여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래밍의 역량을 키워 나
감을 목표로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상
STEAM 황
학습준거 제
시

창
의
적
설
계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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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업 지도안 (7~10차시/14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상황 제시

동영상 자료

• 동기 유발
- 우리 주변에 도입되고 있는 자율주행의 예를 제시한다.
도입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뉴스 자료 활용 : T맵에서 제공하는 V2X 기술 기반 경보 시스템
두바이에 도입되는 자율 주행 드론 택시
•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용화를 위한 과정을 제시한다.

Tip!

기존 자율 자동
차의 영상 자료
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 과정 프로그램 (황금의 펜타곤)
CD

[실습 목표] 아두이노의 정의와 이론적 내용을 알고 아두이노 코딩프로그램의 사용법 알기
▸ 아두이노(Arduino)란?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제품(2005년 이탈리아)
- 아두이노 : AVR로 작성된 SW 라이브러리 및 프로젝트 이름
· H/W 아두이노 보드
· SW 개발툴(아두이노 IDE)
· S/W 라이브러리

자율

▸ 아두이노 개발 SW 설치
· http://www.arduino.cc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PC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
드

자동차

제

작
Tip!

▸ 아두이노 보드와 통신하기
전개

주행

① SW 개발툴(아두이노 IDE)를 실행하고 상단 메뉴에서 툴을 선택하고, 보드를 선택하여
아두이노를 선택한다.

‧모둠원 전체가
협력하여 영상

② 툴 메뉴에서 포트를 선택하고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된 포트를 선택한다.
※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된 포트는 장치관리자로 들어가 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을 만들도록 하
며,

모둠에서

소외되는 사람

③ 연결을 확인하는 코드를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시리얼모니터를 통해 들이 없도록 격
“Hello”가 확인된다.
려한다.

[실습 목표] SW 개발툴(아두이노 IDE)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구동 원리와 코딩 직접 해보기
▸ LED 제어하기
- 실습에 사용되는 부품의 이름 및 사용 용도 알아보기
· 아두이노 보드 × 1, 브레드보드 × 1, UES케이블 × 1, LED × 1, 저항(220㏀) × 1, 점퍼선
× 2
- PC와 USB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보드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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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W 개발툴(아두이노 IDE)를 실행하고 상단 메뉴에서 툴을 선택하고, 보드를 선택하여
아두이노를 선택한다.
② 툴 메뉴에서 포트를 선택하고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된 포트를 선택한다.
③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코드를 바로 불러올 수 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 메뉴
를 선택하고, 예제를 선택한 뒤, 내장 예제에서 01.Basics>Blink를 선택한다.
④ 상단의 툴바에서 체크(V)버튼을 클릭하여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상단의 툴바에서 화살표(➡)버튼을 클릭하여 이코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한다.
⑥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면 아두이노 보드에 내장된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박인다.
- 시리얼모니터에 특정 문자를 입력하여 LED 제어하기
· if문의 사용과 이해
- LED를 제어하는 또 다른 방법
· 변수 선언의 이해
▸ 스피커 제어하기
- 피에조 부저의 특징을 알아보고 피타고라스 음계에 따른 주파수를 바탕으로 피에조 부저
를 이용하여 멜로디 연주 코딩하기
‧ 교사는 학생들
의 활동 사항을

[실습 학습] SW 개발툴(아두이노 IDE)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구동 원리와 코딩 직접 해보기 관찰 평가를 통
하여 기록한다.
▸ 서보모터 제어하기
전개

-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회로를 연결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다양한 입력 부품을
사용하여 서보모터를 제어하는 방법 알기

‧동료 평가와 개
별 평가를 같이

▸ 자동차 조립 및 테스트

진행하여 무임

- 해당 자율주행 자동차는 샘플전자에서 판매하는 아두이노 SMART RC카 키트를 바탕으로 승차가 발생하
한다.

지 않게 한다.

- https://cafe.naver.com/arduinoshield/1083 (조립 방법), https://cafe.naver.com/answerbook/1927
(소스 다운)
- 아두이노 자율주행 RC카 만들고 직접 코딩하기(앤써북)을 참고

[실습 학습] SW 개발툴(아두이노 IDE)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구동 원리와 코딩 직접 해보기
▸ DC 모터 제어하기
- DC 모터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DC 모터를 이용한 주행 테스트 코딩을 수행할 수
있다.
▸ 초음파센서 사용하기
- 초음파 센서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전방에 있는 물체를 감
지하며, 물체와 거리에 따른 다른 반응을 보이는 코딩을 수행할 수 있다.
▸ 블루투스 HM-10 사용하기
- TX, RX핀을 통해 블루투스 HM-10 모델을 연결할 수 있다.
- 블루투스 이름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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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감성적 체험

•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운전하는 시간을 여가 활동이나 다른 생산적인 일에 활용할 수
정리

있고 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 디지로그를 통한 울산 홍보 UC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율 자동차와 어떻게 홍보 영상을 접목시킬지 구
상할 수 있다.
• 다음 차시에는 3D 제작 제품 및 자율자동차 스톱모션은 어떻게 연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
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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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학생활동지(7~10차시/14차시)
7~10 차시
학습지

1

7~10/14 차시

울산 홍보 UCC 제작을 위한 자율 주행 자동차 기획하기

1. 모둠원 학번, 이름

2. 울산 홍보 UCC 제작을 위해 자율 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기획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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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사자료 1 (7~10차시/14차시)

7~8차시 – 아두이노 맛보기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 스

스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차를 말한다. 즉,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자동
차 스스로 판단과 제어를 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에게는 이동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도로 위의 각종 사고를 줄여주는 동시에 연료
를 절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해야 할 스마트 기술들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 기술에는 센
서(인지), 매핑(비교), 인식 판단(해석), 통신(명령)등이 있다. 여
기서 센서는 사람의 눈과 귀를 대신해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
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LIDAR), 전방
감지 센서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거리, 도로 상황 등을 점과 선의 좌표로 나타내는 매핑이 되면,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해석, 조향, 감속, 정지 등
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운행을 하게 된다.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해선 차 간 충돌을 막아주고 차 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
조 시스템(HDA)기술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차선유지 지원시스템
(LKAS),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
템(THJA),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등의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다음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자율 주행 기술 발전 단계를 나타낸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차량 자율화 수준 구분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수준은 2~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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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아직까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수준’인 4단계에 미치지 못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현행 법적 규제와 정립 방향
글로벌 자동차제조사들과 IT회사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장하고 시행하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UN도로교통
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자율주행차의
제도화가 지체되었으나 각국이 협의하에 이를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으로 개정(2016년 2월부
터 시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제도적 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제도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5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2016년 2월부터
는 자율주행차의 시험 목적 임시운행을 허가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한 입법 논
의를 지원중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구성 요소
자동차용 센서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는 차
량용 센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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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글 자율주행 차량 주요 기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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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 대신에 운전하는 자동차이다.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방향을 결정,
차량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

1. 아두이노(ARDUINO)?
▸

아두이노는 컴퓨터의 두뇌를 담당하는 하드웨어인 마이크로컨트롤러(MCU)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제
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스케치라고 말한다) 제작 환경을 함께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아두이노는 프로그램이나 전자회로 같은 하드웨어적 기술이 없는 사람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졌다. 덕분에 아두이노를 익히는 것으로 어려운
Physical computing(물리적 컴퓨팅) 같은 복잡한 기술을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최근 IoT(사물인터넷), 퀴드콥터(드론), 3D프린터,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등의 키워드가 이슈화 되면서
아두이노도 함께 이슈화 되고 있다. 이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IoT, 드론, 3D프린터, 웨어러블기기,
로봇 등등 모든 Make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은 ‘오픈소스 플랫폼’을
따르기에, 초보자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고 따라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아두이노의 구조
▸ 여기서는 많은 종류의 아두이노가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아두이노 우노 R3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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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I/O 및 아날로그 출력
 ▸ GPIO 핀(범용 입출력 핀, General Purpose I/O) : 사용자가 직접 Input/Output 모드를 지정
* pinMode(pin, mode)
▸ 기본 0~13핀 디지털 입출력가능( HIGH(5V=On), LOW(0V=Off) )
- 단, 0핀(Rx, 수신)과 1핀(Tx, 송신)은 시리얼 송수신 중에는 입출력 불가
(프로세스 상 시리얼통신 안 할 거면 사용, 그래도 왠만하면 입출력 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권장)
* ReceiverX(RX) , TransmitterX(TX) (접미어 X는 통신업계 관례)
 ▸ '~' 무늬 표시는 PWM(펄스폭 변조, Pulse Width Modulation) AnalogWrite 가능(출력값 0~255)
- Timer0( 980Hz) 제어 ~5, ~6
- Timer1( 490Hz) 제어 ~9, ~10
- Timer2( 490Hz) 제어 ~3, ~11
▸ 13핀은 내장 LED와 연결되어 있음. 13핀 출력일 경우 LED 점등.
② ANALOG IN
▸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신호(입력값 0~1023)를 입력받음
▸ 핀번호 A0 ~ A5로 사용

* 내장상수 A0==14 ~ A5==19

▸ pinMode 설정시 디지털 입출력도 가능, A4 - SDA, A5 - SCL 로도 사용
③ SDA(Serial Data, A4), SCL(Serial Clock, A5) : I2C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④ AREF(Analog Reference) : 아날로그 참조(기준)
 ▸ 아날로그 입력신호의 최대 전압 값 설정( 우노의 DEFAULT 입력신호 0V(0) ~ 5V(1023) )
▸ AREF핀에 3.3V 전압을 입력시, 아날로그 입력신호를 0V(0) ~ 3.3V(1023)으로 측정
(좀 더 세밀히 측정)
- AREF핀에 5V 이상 입력 시, 회로 손상 가능
- 단, 3.3V~5V 사이의 입력값은 일괄 1023으로 처리
(따라서 3.3V미만의 입력신호를 세밀히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 setup()함수에 analogReference(EXTERNAL); 세팅
- DEFAULT : 기본 5V, 3.3V 사용 아두이노는 3.3V
INTERNAL : ATmega328P에서는 내장전압 1.1V
EXTERNAL : AREF핀에 연결된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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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IOREF(Input Output Reference) : 적층된 쉴드들이 아두이노 I/O핀의 기준 전압(우노는 5V)을 확인
하는 핀
⑥ RESET : RESET핀이 GND에 접지되면 리셋 (쉴드의 리셋버튼이 RESET핀으로 아두이노를 리셋시킴)
⑦ Vin(Voltage Input)
- Vin핀으로 아두이노 보드에 전원을 공급(입력)받을 수 있다.
Vin - 양극 , Gnd - 음극 * 전원공급방법 : 1.USB전원 2.배럴잭 3.Vin핀
- 아두이노 배럴잭으로 공급된 전압을 거의 그대로 출력
(5V핀은 12V가 입력돼도 5V로 강하된 전압 출력)
⑧ ICSP(In-Circuit Serial Programming) 커넥터
▸ MCU(우노는 ATmega328P) 내부 플래시메모리의 펌웨어(부트로더)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커넥터
* ICSP : 회로에서(In-Circuit) Serial로 프로그래밍함.
참고 사이트 : https://blog.naver.com/withpsk/221530857841 (지후아빠)

3. 아두이노 IDE(스케치 프로그램) 설치하기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s://www.arduino.cc”을 입력

② 첫 화면에서 “SOFTWARE”를 클릭하여 “DOWNLOADS”를 선택하면 화면이 전환되면서 자신의
PC에 따른 다운 카테고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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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신의 PC운영체제에 맞는 걸 골라 클릭하면 다시 화면이 전환되는데 “JUST DOWNLOAD”를 클릭

④ 여기서 사용하는 아두이노는 USB침이 CH340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windows 7인 경우 정
상적인 스케치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CH340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한다.(CH340 드라이버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⑤ 스케치 프로그램 실행하여 상단에 있는 “툴”을 클릭하여 PC와 아두이노간 연결된 포트를 확인하고
선택한다. (연결하고자 하는 아두이노의 포트를 확인하기 위해선 윈도우 시작버튼 오른쪽 클릭을 하면 나
타나는 ‘장치관리자’ 탭에서 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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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두이노 보드와 통신하기
① 아두이노와 PC를 케이블로 연결한다.
② 스케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포트를 선택하여 연결 한다.
③ 아래의 코딩을 입력한다. (대소문자를 꼭 구분해서 코딩해야 한다.)
void setup() {
// put your setup code here, to run once:
Serial.begin(9600);
}
void loop() {
// put your main code here, to run repeatedly:
Serial.println("Hello");
delay(1000);
}
※ void setup()은 각종 설정을 하는 함수이며 프로그램이 한 번만 실행된다.
void loop()는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함수이다.
// : 주석(프로그램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주의 : 1줄만 가능
/*

*/ : 여러줄의 주석입력시 사용

스케치프로그램과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속도는 9600으로 설정
Serial.println(“Hello”); 시리얼모니터를 통해 Hello를 출력하라는 명령 “”빼먹으면 오류남
delay(1000); 지연 시간을 설정 시간의 단위는 ms(밀리세컨드)로 설정되어 있다.
→ 1000 : 1초를 의미
위와 같이 코딩 후 업로딩하면 시리얼모니터를 통해 Hello가 1초 간격으로 출력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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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1
1. LED 1개 제어하기(내장된 LED 깜빡이기)
① 준비물 : 아두이노 보드, USB케이블
②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
③ 스케치 프로그램을 실행
④ 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툴’을 선택하고 보드(Board)를 선택하여 아두이노/제누이노 우노
(Arduino/Genuino)를 선택
⑤ 툴 메뉴에서 포트를 선택하고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된 포트를 선택한다.
⑥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해당 코드를 바로 불러올 수 있다. ‘파일’ 메뉴에서 ‘예제’를 선택한 뒤,
내장 예제에서 01. Basics → Blink를 선택
⑦ 이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한다.
⑧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면 아두이노 보드에 내장된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박인다.
▸ Blink 프로그램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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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k
Turns an LED on for one second, then off for one second, repeatedly.
Most Arduinos have an on-board LED you can control. On the UNO, MEGA and ZERO
it is attached to digital pin 13, on MKR1000 on pin 6. LED_BUILTIN is set to
the correct LED pin independent of which board is used.
If you want to know what pin the on-board LED is connected to on your Arduino
model, check the Technical Specs of your board at:
https://www.arduino.cc/en/Main/Products
This example code is in the public domain.
http://www.arduino.cc/en/Tutorial/Blink
*/
// the setup function runs once when you press reset or power the board
void setup() {
// initialize digital pin LED_BUILTIN as an output.
pinMode(LED_BUILTIN, OUTPUT);
}
// the loop function runs over and over again forever
void loop() {
digitalWrite(LED_BUILTIN, HIGH);

// turn the LED on (HIGH is the voltage level)

delay(1000);

// wait for a second

digitalWrite(LED_BUILTIN, LOW);

// turn the LED off by making the voltage LOW

delay(1000);

// wait for a second

}

코드가 매우 길어 보이지만, 대부분은 이 코드를 설명하는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코드에서 알 수 있
듯이 주석은 // 로 표시된 줄 또는 /*부터 */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제거한 것이다.
void setup() {
pinMode(LED_BUILTIN, OUTPUT);
}
void loop() {
digitalWrite(LED_BUILTIN, HIGH);
delay(1000);
digitalWrite(LED_BUILTIN, LOW);
delay(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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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은 각종 설정을 하는 함수이며 프로그램이 한 번만 실행된다.
pinMode(LED_BUILTIN, OUTPUT); 코드는 디지털 13번 핀을 출력 핀으로 설정하는 명령어이다.
이 명령어가 실행되면, 아두이노 보드는 디지털 13번에 전기를 주거나 전기를 주지 않을 수 있다.
loop()는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함수이다.
digitalWrite(LED_BUILTIN, HIGH); 코드는 디지털 13번 핀에 전기를 공급(HIGH)하라는 명령어이다.
delay(1000)코드는 1,000밀리세컨드, 즉 1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는 명령어이다.
digitalWrite(LED_BUILTIN, LOW); 코드는 디지털 13번 핀에 전기 공급을 해제(LOW)하라는 명령어이다.
▸ 새로운 함수 정의하여 같은 효과내기
스케치에 setup(), loop() 함수 이외에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내장 LED를 깜
빡이는 코드를 blink1()라는 함수로 정의하여 사용해 보자.
void setup() {
pinMode(LED_BUILTIN, OUTPUT);
}
void loop() {
blink1();
}
void blink1() {
digitalWrite(LED_BUILTIN, HIGH);
delay(1000);
digitalWrite(LED_BUILTIN, LOW);
delay(1000);
}
호출된 blink1() 함수에 의해 밑에 있는 코딩이 수행된다.
함수를 이용하면, 기본 함수(loop)에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을 모아서 별도의 함수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새로 정의한 함수를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를 ‘모듈화’라고 한다.
정의한 blink1()함수를 좀 더 개선해 보자. 기존의 blink1() 함수는 반드시 디지털 13번 핀에 연결된
LED만 동작시킨다. 이와 다르게 디지털 핀 번호를 입력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blink2()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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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setup() {
pinMode(13, OUTPUT);
}
void loop() {
blink2(13);
}
void blink2(int pin) {
digitalWrite(pin, HIGH);
delay(1000);
digitalWrite(pin, LOW);
delay(1000);
}
pinMode(13, OUTPUT);에서 pinMode에 디지털 13번 핀을 출력(OUTPUT)으로 설정한다.

blink2()함수

는 숫자를 하나 입력 받을 수 있다. 이 숫자는 pin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blink2()함수 내에서 사용된
다.

2. LED를 제어하는 또 다른 방법
▸ 특정 문자를 입력하여 LED 제어하기

① 준비물 : 아두이노 보드, 브레드보드, USB케이블 LED, 저항(220㏀), 점퍼선×2
② 브레드보드에 LED를 연결한다. LED는 핀이 2개이며 긴 쪽이 +극, 짧은 쪽이 –극이다.
③ LED의 –핀과 같은 줄에 220㏀ 저항을 연결한다.
④ 저항의 한 쪽 핀과 아두이노 보드의 GND를 점퍼선(그림의 검은색)으로 연결한다. LED의 +핀과 아
두이노 보드의 디지털 13번 핀을 점퍼선(그림의 파란색)으로 연결한다.(이때, +와 –를 연결시 다른
색의 점퍼선으로 하면 구별이 쉽다.)
⑤ 컴퓨터에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하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서 보드와 포트를 선택한다.
⑥ 아래 스케치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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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id setup() {

2

Serial.begin(9600);

3

pinMode(13, OUTPUT);

4

}

5
6

void loop() {

7

if(Serial.available()){

8

String input = Serial.readString();

9

if(input == "a"){

10

digitalWrite(13, HIGH);

11

}

12

if(input == "d"){

13

digitalWrite(13, LOW);

14

}

15
16

}
}

⑦ 업로드 버튼을 눌러 컴파일된 파일을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한다.
⑧ 시리얼 모니터 버튼을 눌러,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하고 입력창에 ‘a’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른다.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한 수, 다시 입력창에 ‘d’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른다. LED가 꺼지는 것
을 확인한다.
Serial.available() 코드는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받은 데이터의 개수를 출력해 준다. 만약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0을 출력한다. if문에서 조건이 0이면 거짓으로 판단하여, if문에 포함된 명
령어를 실행하지 않는다. 즉, 문자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8번부터 13번 줄까지의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
다.
시리얼 모니터에 문자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8번 줄에서 입력한 문자를 INPUT 변수에 저장한다. 9번 줄
에서는 입력 받은 문자가 a인지를 확인하여 a이면 10번 줄을 실행한다. a가 아니라면, 12번 줄에서 d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d이면 13번 줄을 실행한다.
※ 이번 스케치에서 사용한 시리얼 통신 명령어
Serial.available();

//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받은 데이터의 개수를 출력한다.

Serial.readString();

// 시리얼 통신으로 받은 데이터를 문자열 데이터인 string형으로 변환 출력한다.

※ 변수(Variable)란 : 숫자 또는 문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담겨진 정보는 다른 정보
로 변경할 수 있다. 변수 형태로는 정수형(int), 실수형(float), 문자열(String) 등의 종류가 있다.
※ if문은 무엇인가?
if문은 조건문을 나타낸다.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코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 코
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조건문을 만나게 된다면, 조건에 따라 특정 명령
은 건너뛸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켜지는 코드를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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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버튼을 눌렀는가?){
LED를 켜라.
} else{
LED를 꺼라.
}
if의 괄호 안에 조건을 입력하고, 조건이 참이면 첫 번째 {}안의 코드를 실행한다. 조건이 거짓이라면
else{}안의 코드를 실행한다.
조건이 2개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else if()를 사용하여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if (a를 입력했는가?) {

//a를 입력했을 때 동작코드

} else if (d를 입력 했는가?) {

//d를 입력했을 때 동작코드

} else if {

//그 이외에 동작코드

}
▸ 사용된 부품 알아보기(메이키스트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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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를 숨 쉬듯이 깜박이기

① 준비물 : 아두이노 보드, 브레드보드, USB케이블, LED, 저항(220㏀), 점퍼선
② 브레드보드에 LED를 연결한다.
③ LED의 –핀과 같은 줄에 220㏀ 저항을 연결한다.
④ 저항의 한쪽 핀과 아두이노 보드의 GND를 점퍼선(그림의 검은색)으로 연결한다. LED의 +핀과 아
두이노 보드의 디지털 11번을 점퍼선(그림의 파란색)으로 연결한다.
⑤ 컴퓨터에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하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서 보드와 포트를 선택한다.
⑥ 아래 스케치를 작성한다.

1

int ledPin = 11;

2

int brightness = 0;

3

int increment = 0;

4
5

void setup() {

6

}

7
8

void loop() {

9

if(brightness >= 255){

10

increment = -1;

11

} else if(brightness <= 0) {

12

increment = 1;

13

}

14

brightness = brightness + increment;

15

analogWrite(ledPin, brightness);

16

delay(50);

17

}

⑦ 업로드하여 확인한다.
※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한 LED의 밝기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인 0부터 가장 밝은 255까지 총 256단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LED의 밝기
단계를 0부터 255사이중 하나로 선택하고 이 단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게 하여 LED의 밝기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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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숨 쉬듯이 깜박이도록 조절할 수 있다.
ledPin 변수에는 LED를 연결할 디지털 핀 번호를 할당한다. PWM 기능을 지원하는 11번을 사용한다.
brightness 변수는 LED의 밝기 값을 할당할 변수이다. increment 변수는 LED 밝기를 조절하도록
brightness 값을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변수이다.
PWM 기능은 analogWrite()로 사용할 수 있다. analogWrite() 명령어는 핀모드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
다.
9번부터 14번 줄까지는 LED밝기를 조절하는 코드이다. 9번 줄에서 brightness 변수 값이 255보다 크
면 increment 변수에 –1을 할당하고, 11번 줄에서 brightness변수 값이 0보다 작으면 increment 변수
에 1을 할당한다. 14번 줄에서 brightness변수에 이전 brightness 값에서 increment값을 더한다. 수정
된 brightness 변수 값을 LED의 밝기 값으로 사용한다. 16번 줄에서 0.05초간 기다린다.
아두이노 보드의 디지털 핀은 기본적인 출력 기능으로 전기를 주지 않거나(0 또는 LOW) 전기를 주는
(1 또는 HIGH) 상태인 2단계를 제공한다. 그러나, PWM 기능을 지원하는 디지털 핀들은 0과 1사이에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LED의 밝기를 결정하는 변수(brightness)와 밝기 값
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변수(increment)를 사용한다. LED의 밝기는 0부터 255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LED밝기 값이 255보다 작을 동안은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255를 넘어서게 되면
0이 되기 전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LED밝기 값이 0보다 작아지면 다시 증가시켜야 한다.
※ PWM은 무슨 기능인가?
PWM은 pulse Width Modulation 의 약자로, 주기 폭 변조이다. 디지
털 신호는 0V와 5V의 전압으로 구분하며, 일정 시간 간격인 주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 주기별로 가장 높은 전압 구간과 가장 낮은
전압 구간이 존재한다. PWM은 각 주기별로 가장 높은 전압 구간의
비율을 조절하여 마치 아날로그처럼 여러 개의 신호로 만들어 주는
출력 방법이다. 아두이노는 PWM기능으로 0V 또는 5V를 0부터 255
까지 256의 신호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그래프는 5V와 0V사이에 각
주기별로 가장 높은 전압 구간의 비율을 0%, 25%, 50%, 75%로 하
였을 때 각각 아날로그 값 0, 64, 127, 191을 나타낸다.
▸ 코드 개선하기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가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동작
을 수행하는 스케치를 만들 수 있다. 앞서 익힌 예제의 LED 1개가 숨 쉬듯이 깜박이게 하는 코드를 for
문을 이용하여 동이랗게 동작하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자.
※ for()문은 무엇인가?
for()문은 반복문이다. 반복문이란 반복적으로 동작해야 하는 명령어들을 모아서 반복 조건을 설정하여
동작시키는 코드 구조이다. for() 안에는 초기 설정,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3가지 정보가 포함된다.
for()문을 이용하여 0부터 100까지 숫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for(int i=0: i<11;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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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ln(i);
}
초기 설정은 int I=0 이다. 조건에 사용될 변수 I를 선언하고 초기값으로 0을 할당한다.
조건식은 i<11 이다. 변수 I값이 11보다 작다면 for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
증감식은 I++이다. I++는 I=i+1 과 동일한 식이다. I변수에 할당된 값에 1을 더한 뒤 그 값을 다시 I
변수에 할당한다.
for문에서 조건식이 참이면, for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증감식을 실행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
건식을 확인하여,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하게 된다. for문 안에 있는 println(i)는 I변수에 할당된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한줄 내리는 명령어이다. 위에 코드에서 변수 I의 값이 11이 되는 순간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 for문을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화면에 출력되는 값은 0부터 10까지가 된다.
초기 설정과 조건식, 그리고 증감식을 잘 설정해야 원하는 만큼 for문이 반복될 수 있다.
1

int ledPin = 11;

2
3

void setup() {

4

}

5
6

void loop() {

7

for(int brightness = 0; brightness <=255; brightness++){

8

analogWrite(ledPin, brightness);

9

delay(10);

10

}

11

for(int brightness = 255; brightness >= 0; brightness--){

12

analogWrite(ledPin, brightness);

13

delay(10);

14
15

}
}

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3. 스피커 제어하기
▸ 피에조 부저 제어하기(도레미파솔라시도 출력하기)

※ 피에조 효과란 수정이나 세라믹 같은 결정체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압력을 주게 되면 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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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면서 표면에 전압이 발생하고, 반대로 전압을 걸어주면 응
축, 신장을 하는 현상을 말하며 압전 효과라고도 한다.

피에조

부저 이미지에서 검정색 선은 –극을 나타내고, 빨간색 선은 +극
을 나타낸다.
① 준비물 : 아두이노 보드, 브레드보드, USB케이블, 피에조 부
저, 점퍼선
② 브레드보드에 피에조 부저 1개를 연결한다.
③ 피에조 부저의 +핀은 아두이노 보드의 디지털 9번 핀에 연결하고, 피에조 부저의 –핀은 아두이노
보드의 GND에 연결한다.
④ 컴퓨터에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하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서 보드와 포트를 선택한다.
⑤ 아래 스케치를 작성
1

int buzzerPin = 9;

2
3

void setup(){

4

}

5
6

void loop(){

7

tone(buzzerPin, 262, 250);

8

delay(1000);

9

tone(buzzerPin, 294, 250);

10

delay(1000);

11

tone(buzzerPin, 330, 250);

12

delay(1000);

13

tone(buzzerPin, 349, 250);

14

delay(1000);

15

tone(buzzerPin, 392, 250);

16

delay(1000);

17

tone(buzzerPin, 440, 250);

18

delay(1000);

19

tone(buzzerPin, 494, 250);

20

delay(1000);

21

tone(buzzerPin, 523, 250);

22

delay(1000);

23

}

⑥ 업로드 버튼을 눌러 컴파일된 파일을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한다.
⑦ ‘도레미파솔라시도’가 1초 간격으로 재생되는지를 확인한다.
buzzerPin 변수를 선언하고 부저를 연결할 디지털 핀 번호인 9를 저장한다.
7번 줄에서 tone() 함수를 이용하여 피에조 부저에 소리를 낸다. 주파수 값 262인 도, 신호음의 지속
시간은 250ms로 실행한다. 8번 줄에서 1초 동안 기다린다. 다시 9번 줄부터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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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타고라스 음계를 사용하여 음계별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다.

[앞 음계의 주파수 × 
 = 반음 차이나는 다음 음계의 주파수]

예) 라(440) × 
 = 466(#라)음이 된다.

음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높은)

주파수

262

294

330

349

392

440

494

523

아두이노는 피에조 부저에서 원하는 주파수 값으로 소리를 출력할 수 있는 tone() 명령어를 제공한다.
※ tone(pin, frequency, duration) : tone() 명령어는 pin, frequency, duration의 세 가지 값을 받는
다. pin은 부저에 연결된 디지털 핀 번호를 입력하고 frequency는 부저가 출력할 주파수 값을 입력하고
duration은 해당 신호음을 지속하는 시간을 밀리초 값으로 입력한다. duration 값은 입력해도 되고 입
력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값이다.
▸ 코드 개선하기
배열과 반복문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동작하는 스케치를 작성해 보자. 이전의 스케치는 비슷한 명령어들
이 계속 반복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tone() 명령어를 총 8번 사용합니다. tone() 안에 들어가는 주
파수 값만 드고 핀 번호와 음 지속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 스케치 상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반복문과 배
열을 이용하여 좀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다음 스케치를 작성해 보자
1

int buzzerPin = 9;

2

int frequencies[] = {262, 294, 330, 349, 392, 440, 494, 523};

3
4

void setup(){

5

}

6
7

void loop(){

8

for(int i =0; i < 8; i++){

9

tone(buzzerPin, frequencies[i], 250);

10

delay(1000);

12
13

}
}

2번 줄에서 frequencies라는 배열을 추가하였다. 배열이란 여러 개의 변수라고 생각하면 쉽다.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등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연속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다. 배열의 특징은
저장 공간 마다 위치 번호를 가지고 있다.
2번 줄에서 requencies[] 배열에 할당된 값과 위치 값은 다음과 같다.
위치 값

0

1

2

3

4

5

6

7

저장된 값

262

294

330

349

392

440

494

523

8번 줄에서 0부터 7까지 총 8번 동안 9번과 10번 줄을 반복한다. 9번 줄에서는 frequencies[] 배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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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값을 0번 위치부터 7번 위치까지 하나씩 꺼내서 사용한다.
10번 줄에서는 1초 동안 기다린다.
※ #define을 사용하면 특정 숫자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의 주파수 값인 262에
NOTE_C4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이를 코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NOTE_C4를 상수명,
262를 상수라고 한다.
#define 상수명 상수

#define을 이용하여 아래 코드를 작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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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fine C4 262 // 도

2

#define D4 294 // 레

3

#define E4 330 // 미

4

#define F4 349 // 파

5

#define G4 392 // 솔

6

#define A4 440 // 라

7

#define B4 494 // 시

8

#define C5 523 // 도

9
10

#define SPEAKER_PIN 3

11
12

float tempo = 1000.0;

13

// 음계

14

int melody[] = {

15

E4, D4, C4, D4, E4, E4, E4

16

, D4, D4, D4, E4, E4, E4

17

, E4, D4, C4, D4, E4, E4, E4

18

, D4, D4, E4, D4, C4

19

};

20
21

// 박자

22

float beat[] = {

23

0.75, 0.25, 0.5, 0.5, 0.5, 0.5, 1.0

24

, 0.5, 0.5, 1.0, 0.5, 0.5, 1.0

25

, 0.75, 0.25, 0.5, 0.5, 0.5, 0.5, 1.0

26

, 0.5, 0.5, 0.75, 0.25, 2.0

27

};

28
29

void setup() {

30

pinMode (SPEAKER_PIN, OUTPUT);

31

}

32

void loop() {

33

for (int i = 0; i < sizeof(melody)/sizeof(int); i++) {

34

tone (SPEAKER_PIN, melody[i]);

35

delay ((int)(tempo*beat[i]));

36

noTone(SPEAKER_PIN);

37

delay(50);

38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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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차시 –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2
1. 서보모터 제어하기
이번 활동은 전기를 이용하여 회전 동작을 하는 전자 부품인 서보모터
를 다룬다.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회로를 연결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방
법을 배워보자. 그리고 다양한 입력 부품을 사용하여 서보모터를 제어
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 서보모터(Servomotor)는 전기를 이용하여 회전하는 전자 부품이
다. 서보모터는 모터의 일종으로 0~180 사이의 각도로 움직인다. 또
한 해당 회전 범위 안에서의 위치를 사용자가 설정 가능하다. 동작 범
위가 제한적이지만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고, 제어 방법도 간단하
다. RC카의 방향타, 로봇관절 등 회전각 제어가 필요한 곳에 광범위하
게 사용한다. 보통 가격이 저렴한 마이크로 서보모터를 사용한다.
오른쪽 그림에서 서보모터의 1번 노란색(주황색) 선은 PWM기능을 지
원하는 디지털 핀에 연결한다.(PWM을 지원하는 디지털 핀은 3, 5, 6,
9, 10, 11핀이다.) 서보모터의 2번 빨간색 선은 아두이노 보드의 5V에
연결한다. 마지막 3번 검정색(짙은 갈색) 선은 아두이노 보드의 GND에
연결한다. (간혹 서보모터제품에 따른 선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니 주
의한다)
▸ 서보모터를 특정 각도로 움직이기
① 준비물 : 아두이노 보드, 브레드보드, USB케이블, 서보모터, 점퍼선
② 서보모터의 +핀은 아두이노 보드의 5V과 빨간색 점퍼선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③ 서보모터의 –핀은 아두이노 보드의 GND과 검정색(짙은 갈색) 점퍼선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④ 서보모터의 신호(Signal)핀은 아두이노 보드의 디지털 9번 핀과 빨간색과 검정색을 제외한 다른 색
점퍼선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⑤ 컴퓨터에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하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서 보드와 포트를 선택한다.
⑥ 아래 스케치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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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lude <Servo.h>

2
3

Servo myServo;

4

int servoPin=9;

5
6

void setup() {

7

myServo.attach(servoPin);

8

}

9
10

void loop() {

11

myServo.write(0);

12

delay(1000);

13

myServo.write(90);

14

delay(1000);

15

myServo.write(180);

16

delay(1000);

17

myServo.write(90);

18

delay(1000);

19

}

⑦ 업로드 버튼을 눌러컴파일된 파일을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한다.
⑧ 1초 간격으로 서보모터를 0도, 90도, 180도, 90도 순으로 회전하는지 확인한다.
※ 서보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Servo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Servo 라이브러
리를 사용하면 서보모터를 쉽게 제어할 수 있다. 1번 줄에서 #include<>로 Servo.h 라이브러리를 사
용한다. 3번 줄에서 서보모터를 제어할 서보 오브젝트인 myServo를 만든다. 4번 줄에서는 서보모터에
연결할 디지털 번호를 servoPin 변수에 저장한다.
※ servo.attach(pin);
Servo 객체로 선언한 servo에 해당 핀번호(pin)를 설정한다.
※ servo.attach(pin, min, max);
Servo 객체로 선언한 servo에 해당 핀 번호(pin)으로 설정하고 작동 범위를 최소(min)에서 최대
(max)값으로 설정한다. 최소와 최대 값은 각도가 아닌 시간 값이며 0도는 554, 180도는 2400이다.
※ servo.write(angle);
서보모터에 해당 각도값(angle)만큼 값을 주어, 회전하도록 한다. 서보모터 내부에 있는 샤프트가 0
부터 180까지의 각도만큼 움직인다.
▸ 코드 개선하기
반복문을 이용하여 서보모터가 0도부터 180도까지 천천히 움직이도록 해보자. 반복문인 for문을 이용
하여, 서보모터의 각도를 0도부터 180도 까지 1도씩 증가시키고, 다시 180도에서 0도까지 1도씩 감소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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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컴퓨터에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하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서 보드와 포트를 선택한다.
② 아래 스케치를 작성한다.
1

#include <Servo.h>

2
3

Servo myServo;

4

int servoPin=9;

5
6

void setup() {

7
8

myServo.attach(servoPin);
}

9
10

void loop() {

11

for(int angle = 0; angle < 180; angle +=1){

12

myServo.write(angle);

13

delay(10);

14

}

15

for(int angle = 180; angle > 0; angle -=1){

16

myServo.write(angle);

17

delay(10);

18
19

}
}

③ 업로드 버튼을 눌러 컴파일된 파일을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한다.
④ 서보모터가 0도에서 180도로 다시 0도로 천천히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 11번 줄에서는 angle 변수에 0을 할당하고, angle 값이 18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angle 변수에
할당된 값을 1씩 증가하면서 12번과 13번 줄을 실행한다. 12번에서는 서보모터에 angle 값 만큼 각도
를 조절하고 0.01초 동안 기다린다. angle 값이 180에서 1씩 감소하여 –1이 되면 반복문을 빠져 나와
서 15번 줄로 이동한다. 15번 줄에서는 angle 변수에 180을 할당하고, angle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anlge 변수에 할당된 값 만큼 각도를 조절하고 0.01초 동안 기다린다. angle 값이 180에서 1씩
감소하여 –1이 되면 반복문을 빠져 나와서 19번 줄로 이동한다.
※ angle ++ 와 angle +=1 은 같은 코드이다. 두 코드 모두 angle = angle +1 을 줄인 코드이다.
즉, angle 값을 1씩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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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활동 사진 및 결과물 (7~10차시/1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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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수업지도안 (11~14차시/14차시)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학교급/학년(군)

전기․ 전자

중심과목
성취기준

(9) 지동 제어 시스템 운영

3D프린터를 통한 상상을 현실로 구
현 프로그램

차시

고등학교/2학년
〔전기전자〕정형화된 객체를 설계하
기 위하여 2D 스케치, 3D 객체 형성, 객
체 조립, 출력용 설계를 수정하는 직무
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수행할
수 있다.
11~14/14차시

1. 오류 없이 3D 프린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D 프린팅 출력용 파일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데이터를 수정, 출력용 파일을 재생성하는 직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고품질의 제품을 출력하기 위하여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지지대를 설정하고, 슬라이싱하
여 G코드 파일을 생성하는 직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수학 1

12심수Ⅰ03-02]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성질
을 이해한다.

S
T
STEAM
요소

3D프린트 기능 익히기

E
A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디자인 도안

M

삼각함수의 원리

개발 의도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무료 프로그램인 Fusion3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단한 입체도형
들을 출력하여, 기본적인 3D프린터의 설계원리와 출력원리를 익힌 후, 울산광역시를 대표하
는 조형물 및 상징물들을 제작 및 출력, Thingivers를 통해 공유되어 있는 다양한 설계 결과물
을 활용하여 본다..

각자 3D프린터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제품을 기획 및 발표 후,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설계 및 출력 활동을
통해, 3D 프린터 활동의 한계점 및 장점 등을 알아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점을 통한 활용범위에
대하여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상
STEAM 황
학습준거 제
시

창
의
적
설
계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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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업 지도안 (11~14차시/14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 제시

Co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유전공학을 비롯한 미래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을 뜻한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류가 겪을 영향력은 불의 발견, 농업의 발견, 산업혁명 등 기존에
손꼽히던 인류역사에 가장 큰 변혁을 가져온 사건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4차 산
업혁명은 인류가 겪었던 1·2·3차 산업혁명보다 더 빠르고, 다양한 범위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로봇이나 3D 프린팅 같은 초지능 기
술로 인해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5%에 불과하며, 아직까지도 많은 영

기사 자료

역에서 인간의 창의력은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Tip!

도입

- 분야별 탐색

4차 산업 혁명

4인 1모둠을 기본으로 하여 각 모둠에서 3D 프린터와 관련된 각각 다른 한 분야를 선정한 관련 자료를 학
생들에게 제시

다.

한다.

각 모둠에서 정한 분야에서 3D 프린터의 활용 현실과 예상되는 발전을 탐색한다.
모둠별로 조사한 자료의 성격에 맞게,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게시물 또는 PPT를 제작
하여 발표자료를 만든다.
각 모둠원들은 모두 파트별로 발표기회를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담당 교사와 친구들은 질의 및 토의 시간을 갖는다.
ET

감성적 체험

각 조의 발표활동을 통해 3D 프린터를 통한 다양한 제작 및 출력활동이 필요함을 확신할
수 있다.
CD

창의적 설계

울산 반구대

* 프로그램 설치

암감화 모형

1) Fusion 360 (AutoDesk) 계정 만들기
- Fusion 360 검색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utoDesk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Fusion360 한국사이트

제작
Tip!

- AutoDesk사의 많은 프로그램 중 Fusio360 카테고리를 찾는다.
전개

- ‘한국 사이트 방문해 주십시오’를 클릭한 후, 학생 및 교사에게 무료로 3년간 제공됨을 알게한다.

‧모둠원 전체가

-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한다.

협력하여 영상

3) 단계에 따라 무료 라이센스 받기

을 만들도록 하
며,

- 로그인을 하거나 계정을 생성한다.

모둠에서

소외되는 사람

* 줌 기본설정 변경 및 뷰큐브 활용

들이 없도록 격
려한다.

1) 휠 (위/아래) 화면 확대 축소 설정 변경
- Fusion360 우측 상단에 가입한 ID를 클릭하여, Preference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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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뷰큐브를 통한 다양한 시점 변경
- 프로그램 우측상단의 뷰큐브를 클릭하여 다양한 시점 변경을 확인한다.
Home, Top, Front, Right, Top-Front 등등...
* Sketch 모드와 Sketch Stop
1) 메뉴 선택에 따라 아이콘들이 달라 짐을 확인한다.
2) [모델] - [Create Sketch]를 선택한다. 이후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적음)
3) 3차원으로 표시되는 화면에서 스케치할 [바닥 평면]을 선택한다.
4) Line이나 Rectangle를 클릭하여 적당히 스케치하여 본다.
5) 스케치가 끝나면, Stop Sketch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케치 작업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
6) [Sketch▼]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하위 메뉴의 다양한 기본 도구들을 통해 스케치 모드에서 도형
을 그릴 수 있다.
* 익스트루드와 히스토리바
1) 다양한 스케치 도구를 통해 그리기가 끝이나면 [Enter키] 또는 마우스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OK] ‧ 교사는 학생들
를 클릭하여 해당 그리기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2) 바닥에 적당한 사각형이나 원(닫힌 도형)을 그린 후 [Model] - [Extrude] 선택
전개

3) [익스트루드] 선택 상태에서, (닫힌 도형)을 하나 선택한다.

관찰 평가를 통
하여 기록한다.

-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살표을 위 또는 아래로 끌어 올리거나, 숫자를 입력하는 칸에 적당한 숫
‧동료 평가와 개

자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 입력한다.
4) 그 결과 단면이 위 또는 아래로 돌출되는 오른쪽 그림처럼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다.
* 간단한 도형 만들기

진행하여 무임
지 않게 한다.

두 번재 직사각형의 한 모서리를 잡기 위해 마우스를 적당히 옮기면 파란 작은 정사각형으로 표시되
면서 기존 사각형의 한 꼭지점을 표시하는 모양으로 변할 때 클릭한다.
2) 트림 명령어로 필요 없는 선 잘라 없애기
: [스케치] - [Trim 트림], : 마우스를 적절히 옮겨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클릭하여 선을 잘라낸다.
3) [트림]으로 선을 잘라 없애지 않은 경우
; 각각 익스트루드 할 수 있다.
* 울산 반구대 암각화 모형 만들기
1) 울산 반구대 암각화 사진 또는 그림 모형을 인터넷에서 불러온다
2) Fusion 360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림의 디자인을 설계한다.
3) 설계한 디자인을 큐라 프로그램을 통하여 출력한다.

ET

별 평가를 같이
승차가 발생하

1) 첫 번째 직사각형을 적당히 그린다.

감성적 체험

• 울산의 문화 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3D 프린터로 제작함으로써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정리

의 활동 사항을

애향심을 높일 수 있다.
• 3D 프린트의 원리와 작동 원리를 숙지함으로써 미래의 3D 프린트 활용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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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학생활동지 (11~14차시/14차시)
11~14 차시
학습지

1

11~14/14 차시

3D 프린트 제작물을 활용한 창의적 설계

1. 모둠원 학번, 이름

2. 반구대 암각화 3D 출력물을 활용한 울산 홍보 UCC의 방향을 기획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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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교사자료 1 (11~14차시/14차시)

주제(단원)명 프로그램 설치
11/
14

1) Fusion 360 (AutoDesk) 계정 만들기
- Fusion 360 검색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AutoDesk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1) Fusion360 한국사이트
- AutoDesk사의 많은 프로그램 중 Fusio360
카테고리를 찾는다.
- ‘한국 사이트 방문해 주십시오’를 클릭한 후,
학생 및 교사에게 무료로 3년간 제공됨을 알
게한다.
-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한다.

3) 단계에 따라 무료 라이센스 받기
- 로그인을 하거나 계정을 생성한다.

4) 소프트웨어 설치 파일 및 Install
- 해당사에서 제공하는 단계에 따라 진행 후,
Fusion360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
- 설치파일을 통해 Fusion360 프로그램을
Install한다.

* 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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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제(단원)명 줌 기본설정 변경 및 뷰큐브 활용

14

1) 휠 (위/아래) 화면 확대 축소 설정 변경
- Fusion360 우측 상단에 가입한 ID를 클릭
하여, Preference를 클릭한다.

2) Reverse zoom direction 체크
- General을 클릭한 후 Reverse zoom
direction을 체크한다.

3) 마우스의 휠 버튼의 다양한 작동 익히기
- 휠버튼을 위, 아래로 작동하여 보고, 마우스
포인트 위치에 따라 확대/축소가 포인트가
달라짐을 확인한다.
* (휠 클릭한 상태) 이동 : 좌표축 평행이동
* Shift + (휠 클릭한 상태) 이동 : 회전

4) 뷰큐브를 통한 다양한 시점 변경
- 프로그램 우측상단의 뷰큐브를 클릭하여
다양한 시점 변경을 확인한다.
* Home, Top, Front, Right,
Top-Front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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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제(단원)명 Sketch 모드와 Sketch Stop

14
1) 메뉴 선택에 따라 아이콘들이 달라 짐을 확인한다.

←
2) [모델]
- [Create Sketch]를 선택한다.
* 이후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적음)

→
3) 3차원으로 표시되는 화면에서
스케치할 [바닥 평면]을 선택한다.

4) Line이나 Rectangle를 클릭하여
적당히 스케치하여 본다.

5) 스케치가 끝나면, Stop Sketch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케치 작업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

6) [Sketch▼]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하위 메뉴의 다양한 기본 도구들을 통해
스케치 모드에서 도형을 그릴 수 있다.

* 스케치가 끝나면, Stop Sketch 아이콘을 클릭하여야만,
스케치 외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 이후 [스탑 스케치]라고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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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제(단원)명 익스트루드와 히스토리바

14
1) 다양한 스케치 도구를 통해
그리기가 끝이나면
[Enter키] 또는 마우스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OK]를 클릭하여
해당 그리기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2) 바닥에 적당한 사각형이나 원(닫힌 도형)을 그린 후
[Model] - [Extrude] 선택

* 이후 [익스트루드]라고 적음.
* 닫힌 도형
: 명확히 안과 밖이 선과 같은 도형으로 구분되는 도형
4) [익스트루드] 선택 상태에서, (닫힌 도형)을 하나 선택한다.
-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살표을 위 또는 아래로 끌어 올리거나,
숫자를 입력하는 칸에 적당한 숫자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
입력한다.
참고) 닫힌 도형 : 안과 밖이 정확히 구별되는 도형이라 칭함.

5) 그 결과 단면이 위 또는 아래로 돌출되는
오른쪽 그림처럼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다.

6) 여러 도형을 [스케치]하거나 [익스트루드]와 같은 작업을 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퓨전360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History-bar에 작업순서대로 나타난다.

- 왼쪽 그림에 빨간 네모 상자로 표시된 버튼이나 바를 옮겨,
작업을 취소하거나 다시 한 단계씩 작업을 진행시키거나 되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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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제(단원)명 Sketch와 Pin to Toolbar로 자주 사용하는 메뉴 등록

14
1) 화면의 좌측 상단의 전구모양을 눌러,
각항목을 ‘on’ 또는 ‘off’할 수 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좌측 상단의 도구를 이용하여,
[스케치]한 도형들을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다.

3) 자주 이용하는 도구를 메뉴 상단에 등록
예를 들어 [모델] - [스케치▼] - [Circle]
- [Circle Diameter Circle]의 우측 ⋮클릭
- Pin to Toolbar 체크

4) New Design 열기
File – New Design
: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아이디로
인터넷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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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제(단원)명 간단한 도형 만들기

14
1) 첫 번째 직사각형을 적당히 그린다.
두 번재 직사각형의 한 모서리를 잡기 위해 마우스를 적당히 옮기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파란 작은 정사각형으로 표시되면서
기존 사각형의 한 꼭지점을 표시하는 모양으로 변할 때 클릭한다.

2) 왼쪽의 그림과 같이 2개의 직사각형을
‘ㄱ’모양으로 겹쳐 그린다.

3) 트림 명령어로 필요 없는 선 잘라 없애기
: [스케치] - [Trim 트림]
: 마우스를 적절히 옮겨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클릭하여 선을 잘라낸다.

4) 익스트루드(extrude)로
입체도형 만들기
- 3/10 #3 참고

5) [트림]으로 선을 잘라 없애지 않은 경우
위 입체도형과 달리 오른쪽 입체도형처럼
총 3개면으로 각각 인식하여
각각 익스트루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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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제(단원)명 치수를 입력하여 도형 변경하기

14
1) 치수를 입력하여 길이 변경하기
: [스케치]
- [Sketch Dimension 스케치디멘젼]
: 마우스를 움직여
굵은 파란색 선으로 변할 때 클릭
: 숫자칸에 직접 숫자를 입력

오른쪽 그림
: 52.005mm에서 40mm로 선분길이 변경

2) 변경할 수 없는 길이도 있다.
: [스케치디멘젼] 명령어를 선택후 변을 선
택해도 왼쪽 그림과 같이 경고창이 뜨면
서 길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그 이유는 다른 도형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왼쪽 그림은 1번(40mm), 2번(9mm)로 인
해 3번(31mm)은 길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이를 (구속되어 있다)고 한다.
3) 이동하기와 구속하기(X축에 구속)
: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여 변을 이동하면, 그와 관련된 ‘구속’된 상
태의 길이는 유지하면서 이동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접하도록 구속하기
: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선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점을 클릭한다.
: 화면 우측의 팔레트 메뉴중에서 Coincident
(접하는)를 선택하여 도형을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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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활동 사진 및 결과물 (11~14차시/14차시)

- 76 -

7.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관찰평가,
산출물 평가)

자기평가지
동료펑가지
관찰 평가지

자기평가
동료평가
며, 영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였으나
교사평가(관찰평가,
다소 미흡하였다.
산출물 평가)

자기평가지
동료펑가지
관찰 평가지

팸플릿과 비주얼씽킹을 통해 울산의 홍보 전략을 정

상

확하게 세우고, 모둠원들간 협력을 통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보여 주었다.

1~4

중

하

상

팸플릿과 비주얼씽킹을 통해 울산의 홍보 전략을 세
웠으나, 창의적인 작품을 보여 주지는 못하였다.
팸플릿과 비주얼씽킹 표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창
의적인 작품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융합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였으
며, 영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융합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였으

5~6

중

하

상

7~10 중

하

상

11~14 중

하

단순하게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였으며, 영상이 담고 있
는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자율 주행 자동차 코딩의 정확성과 울산 홍보 UCC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자율 주행 자동차 코딩의 정확성은 높았으나 울산 홍
보 UCC의 활용도가 낮았다.

자기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관찰평가, 교사평가(관찰평
산출물 평가)
가, 산출물 평가)

자율 주행 자동차 코딩의 정확성과 울산 홍보 UCC의
활용도가 미흡하였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3D 모델링을 정확하게 실행하
였으며 더불어 울산 홍보 UCC의 활용도가 높았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3D 모델링을 정확하게 실행하
였으나 울산 홍보 UCC의 활용도가 미흡하였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3D 모델링과 울산 홍보 UCC
의 활용도가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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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관찰평가, 교사평가(관찰평
산출물 평가)
가, 산출물 평가)

가. 자기/동료평가지
자기평가
총괄표

차시

평가
상 중 하

평가기준
문제 상황을 인식하였는가?

1~3

팸플릿과 비주얼씽킹을 통한 울산 홍보 전략을 이해하였는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였는가?

4~6

융합적인 사고 방식을 통한 스토리보드 작성 방법을 이해하였는가?

7~10
11~14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수업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 하였는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였는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자기평가 누가기록표
이름: 000
차시

날짜

사전학습
유무
학습

1~3

유/무
학습내용
학습

4~6

유/무
학습내용
학습

7~10

유/무
학습내용

11~

학습
유/무

14
학습내용

총평

사전학습 유형

평가 내용

평

가

þ 동영상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기타(
)
융합적인 사고 방식을 통한 스토리보드 작성 방법을 이해하
였는가?
þ 동영상

상

중

하

□ 읽기자료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읽기자료
□ 기타(

문제 상황을 인식하였는가?
)

팸플릿과 비주얼씽킹을 통한 울산 홍보 전략을 이해하였는가?
þ 동영상
□ 읽기자료

□ 기타(

문제 상황을 인식하였는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였는가?
)

수업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þ 동영상
□ 읽기자료
□ 기타(

문제 상황을 인식하였는가?
)

모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이번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 누가
기록을 살펴보고 본인의 소감을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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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

차시

평가기준
1.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가?
2. 창의적으로 구성되었는가?

1~3

3. 자료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었는가?
4.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5. 발표를 신뢰성있고 논리적으로 잘하였는가?
1. 우리 고장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2. 스토리 보드 내용에서 융합적 사고 방식이 드러났는가?

4~6

3. 스톱모션 영상의 완성도가 높은가?
4. 스톱모션 영상이 창의적으로 구성되었는가?
5.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었는가?
1. 자율 자동차 코딩의 완성도가 높은가?
2. 자율 자동차의 UCC 활용도가 높은가?

7~10

3. 홍보 UCC의 영상의 완성도가 높은가?
4. 홍보 UCC의 영상의 창의적으로 구성되었는가?
5.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었는가?
1. 반구대 암각화 제작물의 완성도가 높은가?
2. 반구대 암각화 제작물의 UCC 활용도가 높은가?

11~14
3. 홍보 UCC의 영상의 완성도가 높은가?
4. 홍보 UCC의 영상의 창의적으로 구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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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동료 평가지 1. 모둠 간 평가지: 절대평가용(1차시 예시)

과정형 평가표 (모둠 간 평가)
학년
번호

이름

번호

반
이름

모둠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1. 논리성 : 내용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평가요소

2. 완성도 :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가?
3. 창의성 : 창의적으로 제작하였는가?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6모둠

논리성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완성도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창의성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평정 결과

평가 항목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논리성

- 울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였는가?

완성도

- 비주얼씽킹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가?

창의성

- 유창성과 독창성 등 창의적 사고력이 반영되었는가?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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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평가지 2. 모둠 간 평가지: 상대평가용(1차시 예시)

과정형 평가표 (모둠 간 평가)
학년
번호

이름

번호

반
이름

모둠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 울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였는가?

평가요소

- 비주얼 씽킹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가?

- 유창성과 독창성 등 창의적 사고력이 반영되었는가?

평가
모둠(조)

평가
상

1

2

3

4

5

6

* 평가 점수
① 1등 100점, 2등 98점, 3등 96점, 4등 94점, 5등 92점, 6등 90점 부여
② 상, 중, 하 개수로 동점이 나올 경우 상위 등수로 점수 부여
③ 작품 완성 후 상 2개조, 중, 2개조, 하 2개조를 선정한 후 그 이유를 평가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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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동료 평가지 3. 모둠 내 평가지
과정형 평가표 (모둠 내 평가)
학년

평가 항목

반

번

모둠

성명

가장 뛰어난
모둠원

이유

창의

협력

소통

감성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용

창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
창의 역량

• 창의적 사고기능(인지적 능력) :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
• 창의적 사고성향(정의적 특성) :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 타 분야 지식, 기
술의 융합·연계·활용 능력 등

공동체 활동에 책임감 있게 협력하는 인재
협력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소통 역량

•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능력(말하기, 듣기(경청), 쓰기, 읽기, 텍스트 이해 등), 매체 활용 및 이해,
타인 이해 및 존중, 배려, 갈등 조정 등

과학기술 기반 융합에 흥미와 공감 능력이 높은 인재
감성 역량

• 정서적 안정감, 예술적·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 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 가치 다양성의 이
해와 존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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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평가지(1~14차시)

0 학년 0반
학습주제

일시

0000년 0월 00일~ 0월 00일

4차 산업으로 울산을 말하다

학습방법

지식
핵심 역량
상황인식

프로젝트, 토의, 발표

태도
창의적

문제해결력

특이사항
배려

참여도

O

의사소통

1

강○○

O

2

김○○

3

나○○

4

박○○

O

5

서○○

X

비참여

6

이○○

O

주도적으로 회
의를 주관함

…

…

X
O

O

O

창의적인
을 함

질문

…

※ 평가 노하우 :
① 수업 중에 관찰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관찰평가 기록표>의 해당 기호 칸에 표시합니
다.
- 우수한 활동에는 0 표시, 미흡한 활동에는 X 표시
-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기술하여 학생 특성을 파악
- 관찰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고 보통으로 평가
② 수업 중 학생 활동의 관찰 결과에 대해 바로 격려와 조언 등의 피드백을 합니다.
③ <관찰평가 기록표>에 표시 한 것을 수업 종료 직후 교사의 PC에서 엑셀 파일에 옮겨 표시
합니다.
④ 한 학기나 일 년 동안 엑셀 파일에 기록한 <관찰평가 기록표>에서 핵심 역량 영역별로 각
학생의 0, X 표시의 숫자를 산출(0개수-X개수) 합니다.
⑤ 학급별로 각 핵심 역량에서의 0개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여 누적 평가 척도를 설정하고,
각 평가 척도에 대해 핵심 역량 측면에서의 특징을 문장으로 기술하여 특이사항과 함께 생
활기록부 작성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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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트폴리오 평가지

2000학년도 0학기 00 평가 채점표(0학년 0반)
동료 평가
모둠

1조

1

점수

교사평가

2조

3조

4조

5조

6조

2

2

2

3

1

10

4

44

중

48

92

3

3

3

3

14

1

50

상

50

100

3

2

2

13

3

46

중

48

94

2

2

9

5

42

하

46

88

3

14

1

50

상

50

100

6

6

40

하

46

86

2

2

3

3

3

4

2

1

2

5

3

3

3

2

6

1

2

1

1

1

합산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총점

비
고

평가 내역
1. 자신의 모둠을 제외한 나머지 모둠에 대한 평가를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동료

2. 상:3점, 중:2점, 하:1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합산한다.

평가

3. 총점이 제일 높은 모둠부터 50점, 48점, 46점, 44점, 42점, 40점으로 급간의 차이
를 2점으로 부여한다.

교사

1.상 2팀, 중 2팀, 하 2팀을 선정한다.

평가

2.상:50점, 중:48점, 하:46점을 부여하여 급간은 2점으로 한다.

모둠

조원

주제

1

000(0번), 000(0번),000(0번),000(0번)

비주얼 씽킹

2

000(0번), 000(0번),000(0번),000(0번)

스토리보드 제작

3

000(0번), 000(0번),000(0번),000(0번)

UCC 제작

4

000(0번), 000(0번),000(0번),000(0번)

…

5

000(0번), 000(0번),000(0번),000(0번)

…

6

000(0번), 000(0번),000(0번),000(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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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지리)
울산 홍보 동영상 콘티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노래와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열
정이 엿보임. 친구들과 함께 역할 분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
하며 창의적인 가사와 율동으로 친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냄.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와 3D 프린트 제작물을 활용하여 청취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울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준 기회가 됨. 모둠 서로 간에 타
협하는 모습은 다른 모둠에게 롤 모델이 되었고 친구들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 배려심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볼 수 있음.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학)
자율 자동차의 센서인 카메라, 레이다(Radar), 라이다(LiDAR) 등의 부품을 아
두이노 기판에 정확하게 이식하였으며, 앞뒤 차량 간 거리 제어, 차선 이탈 방
지,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자동 주차 기능 등의 기술을 정확하
게 숙지함. 완전 자율 주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은 현재 활발한 개발 단
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이 머지않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율 주행 버스에 대해 발표함. 버스에는 노선이 있어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
기 때문에 자율 주행 버스는 자율 주행 자가용보다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달
릴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자율 주행 버스가 자율 주행 자가용보다 먼저 상용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함.

(동아리)
‘4 차 산업 혁명으로 울산을 말하다.’ 프로젝트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울산
의 반구대 암각화 조형물을 제작함. 퓨전 360 이라는 SW 프로그램을 통해 실생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활 속에서의 문제해결 및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짐. 또한

3D

프린트기를 활용한 아이디어 모델링과 이를 물리적으로 표현해보는 기회를 가
짐으로써 창의 융합형 인재에 적합한 교육 활동을 시행함. 또한 울산 홍보 ucc
제작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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