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비매품이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책의 내용 및 콘텐츠(그림, 사진)의 일부 또는 전체의 무단 복제 및 게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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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구성 물질

신소재 신세계
사전 안내

1

※ 월별 수업 계획은 학교 및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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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시스템

1

7월
2

3

4

1

지구 시스템

8월
2

4

9월
5

생명 시스템

사전 안내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사전 안내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해주세요.

지도 TIP

수업 진행 시 참고하세요.

10월
2

화학 변화

3

4

1

11월
2

3

생물 다양성과 유지

4

5

1

비주얼싱킹 및 인포그래픽에 필요한

사전 안내

12월
2

3

생태계와 환경

점점 더워지는 지구,
어떻게 해결할까?

OLED DIY 감성 소품 만들기

생체 모방 기술이 활용된 사례에서

1

사전 준비

4

1

2

3

4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독도 해저의 보물,
차세대 자원에 주목

지구온난화로 인해 필요한 대체 물

사전 준비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를 인터

과학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에 관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를

질이나 대체 에너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할

넷으로 조사하여 프로젝터로 제시하면 학생들

미리 안내해주시면 좋습니다.

대비해 사전에 안내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줍니다.

이 보다 쉽게 모형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 TIP

스마트폰에 그래핀 소재를 활용한

지도 TIP

OLED 소품을 제작하기 전에 어떤

지도 TIP

학습 활동을 하기 전에 ‘모션 스톱’

지도 TIP

카테시안 다이버 제작 과정의 경우

영상과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주시면 학생

소품을 제작할지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애플리케이션을 학생들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단순한 흥미 위주의 활동이 되지 않도록 채굴

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감성 조명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 있도록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방법과 그 원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서 지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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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탐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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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역사 속의 과학 탐구

자율비행 드론의 비밀?
아날로그 드론으로 파헤쳐보기
사전 준비

다양한 방법과 원리를 적용한 여러

100

Ⅱ. 생활 속의 과학 탐구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도와
나만의 드론 제작하기
사전 준비

Ⅲ. 첨단 과학 탐구

IoT야, 피곤한 청소년을 도와줘,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웅들

미래 직업 전망의 세부 내용은 참고

58

사전 준비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진로 탐색과 관

사전 안내

다양한 IoT 수면용품에 대한 안내를

자율비행 드론을 소개하며 이에 적용된 과학 기

자료의 <직업 안내 자료> 등을 활용하시면 더

련 있는 다양한 전문가의 임무와 역량에 관한 내

활동 전에 안내하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도

술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합니다.

욱 효과적입니다.

용을 미리 준비하면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움이 됩니다.

지도 TIP

구글 문서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지도 TIP

드론에 대한 내용을 이미 접해본 학

사전 안내

자율주행 자동차 조립 시 모둠원들

지도 TIP

리틀비츠 회로를 연결하는 활동이

없는 학생을 선정하여 공유된 활동지를 기록하

생이 많으므로 강의식 설명보다는 동영상을 이

이 역할 분담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안

다소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 관리하게 안내해줍니다.

용한 사례 제시가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내해줍니다.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좋습니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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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머리말

이 책의 활용법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역할이 중요한

이 교재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문제를 찾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STEAM 교육을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STEAM 수업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실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사용 지도 참고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융합적 사고 및 문제 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다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STEAM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2012~2017년간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여러 기관의 연구진들이
함께 개발한 STEAM 프로그램 중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고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기존 집필진과 전문 검수 위원은
프로그램의 2015 개정 교육 과정 및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교재가 탄생하였습니다.
https://steam.kofac.re.kr

이 교재는 초등학교 3~4학년 편, 중학교 1편, 중학교 자유학기제 편, 고등학교 1편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 여러분께서는 본 교재를 STEAM 수업의
모델로써 받아들이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게 창의·융합인재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수업 자료로써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재를 통해 STEAM

➊ 교사용 자료 수록
• 활동 자료와 참고 자료를 복사해서 수업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만들어

➋ 2015 개정 교육 과정과의 연계로 수업 활용도 극대화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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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프로그램별 PDF 파일, 학생 활동지 hwp 파일, 수업에 필요한 자료 제공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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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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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 교과 과정 내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마다 관련 교과 및 단원을 소개하였습니다.

Engineering
공학

• 프로그램별 PDF 파일은 물론,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생 활동지 파일, 수업에 필요한
PPT 자료 등은 STEA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곧바로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에 편리합니다.

Arts
예술

04 고등학교 1편

이 책의 활용법 05

과학이 좋아지는 STEAM 고등학교 1편

STEAM 교육 FAQ

STEAM 교육에 대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Q1
STEAM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Q4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 과학기술 분야인 STEM에

정해진 시간 내에 STEAM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STEAM 수업을 하면 진도나 시수 부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인문·예술(Arts)이 추가된 것입니다. STEAM 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있습니다. 수업을 블록타임 등으로 편성하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도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함양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은 과학기술 분야 내용을 포함한
분야 간 융합을 의미합니다.

Q2
STEAM 교수학습 준거란
무엇인가요?

Q5
STEAM 교수학습 준거는 초·중등 교육 현장에 STEAM 교육이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으로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세 가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수업과 STEAM 수업의 평가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STEAM 수업에서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황 제시(Context Presentation)는 학습 내용을

있습니다. STEAM 수업 평가는 지식, 기능, 태도 등에 대한 자기평가, 동료평가,

학생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실생활 문제로 인식하고 몰입의 동기를 부여하는

교사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다양한 유형과 방법이 가능합니다.

것입니다.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STEAM 수업 평가를 계획할 때,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는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감성적 체험(Emotional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 여러 친구들의 아이디어들이

Touch)은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와 몰입, 성패의 가치, 도전 의지 등

가치 있고 다양하다는 것에 대한 경험, 동료와의 협력과 상호작용, 친구의 장점을

다양한 경험과 성찰을 강조합니다.

보고 배우는 경험 등 긍정적인 평가가 진행되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프로젝트 수업과 STEAM
수업의 차이점은 무엇인
가요?

STEAM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 분야 내용을 포함한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활동으로,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증진’,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 함양’, ‘과학기술 기반의
실생활 문제 해결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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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 FAQ 07

과학이 좋아지는 STEAM 고등학교 1편

이 책의 구성

1

수업의 흐름 & 교수 · 학습 과정안

각 차시별 수업의 흐름도
및 수업에 필요한 구체적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실제 수업 진
행의 방법이나 절차를 참
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업의 재구성에 참고하
기 위한 2015 개정 교육 과
정과의 연계 내용입니다.

4

차시별 활동 흐름 & 평가 계획

전체 차시의 전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평가 계획을 통
해 STEAM 수업에서의
수행을 평가와 연계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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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TEAM 교재의 구성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3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 교육 과정 연계

실제 수업을 적용한 선생
님의 추천 정보입니다. 수
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활
용 가능 교과, 필요한 환
경, 준비물, 난이도 등 지
도 가이드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습니다.

2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활동지 & 참고 자료

학생 활동지와 더불어 시
범 적용을 통해 도출된 실
제의 학생 반응 답안 예시
를 담았습니다. 또한 참고
자료를 잘 활용하면 구체
적인 수업 지도에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구성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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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웅들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년

준비물

고등학교 1학년

자율주행 자동차 세트

학년

차시

관련 교과

1

1

과학탐구실험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탐구 과정과 절차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활용 가능 교과

난이도

과학탐구실험, 기술·가정, 공학일반, 미술

상·중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기술·가정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사례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12기가05-03]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원인과 사례를 알고, 사고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어도 가능함, 컴퓨터
필요

과학탐구실험·기술·가정·공학일반·미술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학급 특색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음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이용 방법을 이해한다.

2

과학탐구실험

흥미와 호기심, 끈기, 공동 탐구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를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공학일반

IT 기반 융합 공학
[12공학02-13] IT 기반 융합 공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동향을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파악하며, 이 공학의 융합 사례를 탐색한다.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3
개발자
추천의 말

과학탐구실험

세계 자동차 시장은 가솔린, 디젤기관 자동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 시장으

문제 해결, 공학적·창의적 설계 및 도구 제작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자동차 생산국들과 회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세계 자동차 생산 5위인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해외의 선진사 대비 10% 수준

있다.

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미래 기술적 환경을 대비하는 데 취약하다. 따라서 미래 기술·사
회·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과 관련한 경제적
환경변화를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에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동차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
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공학일반

창의 공학 설계
[12공학02-05] 공학 문제의 다양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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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차시

1

관련 교과

기술·가정

미술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제품의 구상과 설계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고도의 물질문명 혜택을 누리고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 감성적 체험

[12기가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의 활용에 기인한 것

단계에서 모둠별 결과물 발표와 진로 설계(커리어 패스 탐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이다. 19세기 말, 자동차는 동력(動力)의 변화로 새로운 산업

색)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수행한 활동에 숨은 전문가의 역

을 열었다. 대중적 운송수단이 마차(馬車)에서 자동차로 전

할과 활동의 의미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환된 것이다. 당시 자동차의 이름은 ‘말(馬)이 없는 차(Horse-

본 수업은 회로 구성에서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

less carriage)’였다. 1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운전자(driver)’

두이노를 제어하고 아두이노와 연결되는 센서와 액추에이

가 없는 자동운전 자동차(Driverless car, Autonomous car)

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

가 시도되고 있다. 산업혁명은 개인용 운송수단에서 말(馬)

해보는 프로젝트이다. 미래직업 연계형이라는 주제를 가지

을 내연기관으로 대체했으며, 이제 정보기술 혁명은 운전자

고 제작되어 미래에 유망한 메이커(Maker) 분야의 진로에 대

를 컴퓨터로 대체하고 있다. 19세기, 말(馬) 없는 차가 그러했

해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꿈과 끼를 찾을 수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듯이 운전자가 없는 차, 자동운전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기만의 진로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세계

학습 내용을 구성하려고 했다. 모둠 수업으로 진행되는 본

있다.

5위)과 생산(세계 5위) 부문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선 국

프로젝트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무인자동차 전문가,

내 자동차 업계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기계공학자, 자동차 디자이너, 전기전자공학자라는 4명의

창의적 표현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과학탐구실험

기술·가정

문제 해결, 공학적·창의적 설계 및 도구 제작

본 수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전문가인 무인자동차

모둠원을 구성하여 협동을 통한 프로젝트의 완성이란 정의

전문가, 기계공학자, 자동차 디자이너, 전기전자공학자 학습

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메이커라는

특징을 탐색하며, 우주 항공기술 분야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활동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주행하

꿈을 실현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커리어 패스를 통해 자신

발표한다.

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고, 융합인재교육의 활동 준거에

도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따라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다.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서

했다.   

우주 항공기술
[12기가04-05] 수송 기술에서 새롭게 등장한 수송 수단의 종류와

미술

주제 개요

창의적 표현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공학일반

공학 진로 탐색

학습 목표

[12공학03-02] 공학세계의 다양성과 비전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한다.

내용 목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기술·가정

직업 세계의 변화
[12기가05-01]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구성을 위한 센서 요소를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제작·주행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할 수 있다.

미술

작품 수정 및 반영
[12미02-05] 작품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과정 목표
•과학·기술·미술 지식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고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 소양, 능력,
태도를 기른다.
•모둠별 학습을 통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협업
하기 위한 소양과 태도를 기른다.
•IT를 기반의 융합 시대를 맞아 미래 유망 직업 및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음 작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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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STEAM 과목 요소

차시명

학습 목표

주요 내용

S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 알아보기 – 센서의 원리를 이해하고, 회로도를
구성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 소개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지난 시간 내용 확인

T E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 및 제작하기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 및 제작한다.

2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의
이해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을 이해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 구성도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이해하기
브레드보드 연결하기
LED 1개 켜보기

A 자율주행 자동차 디자인 및 모델링하기 –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르기 위

차시 예고

해 자동차를 디자인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상황 제시 CO

창의적 설계 CD

감성적 체험 ET

3
• 공원에서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타
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 뒤에 서
있는 아빠는 손에 리모컨을 들고 아
이의 자동차를 무선으로 조종하고
있다. 아이가 직접 운전하지만 리모
컨을 가진 아빠의 손놀림이 아이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제 모습이 아
닐까? 모둠을 구성하고 전문가가 되
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해보자.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해하여
회로도를 그려보고 회로를 설계한다.

• 자율주행 자동차 외형을 완성하여
성공을 경험한다.

•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고 창의
적으로 제작한다.

•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시험을 하며
자신감을 느낀다.

•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제작·주행
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한다.

•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시험을 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미래 직
업과 커리어 패스를 이해한다.

4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 및
제작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주행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1

차시명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해

학습 목표

자동차 시장 및 교통사
고 실태를 이해하고 자
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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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콘테스트 영상
자율주행 자동차 조립하기
자율주행 자동차 외형 완성하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
계·제작·주행하는 방법
을 창의적으로 고안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창
의적으로 재구성해보면
서 성공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준비하기
자율주행 자동차에 생명 불어넣기
자율주행 자동차 디자인하기
완성된 자율주행 자동차 전시하기

주요 내용
자율주행 자동차 상황 제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실태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 작동원리 이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확인하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
계하고 창의적으로 제작
할 수 있다.

사이언스레벨업 무인 자동차 기술 문제 풀기

5

자율주행
자동차
완성 및
발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
작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전시된 자율주행 자동차 확인 및 점검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하기
모둠별 결과물 발표회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커리어 패스를 통한 진로 탐색
평가하기

모둠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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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평가

평가 계획

번호

작품평가 및 수행평가
수업 차시

평가 항목

우수

보통

미흡

계획 및
설계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 및 회
로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하
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 및 회로
구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 및 회
로 구성을 하였다.

문제 해결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이 타당하고 끝
까지 해결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 열심히 참여
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산출물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 완성
도가 우수하고, 주행 결과가 우
수하다.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
들었고, 주행 실험을 하였다.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실험에 참여하였다.

협동 및
의사소통

모둠 구성원들과 협동을 잘
하고 우수한 의사소통으로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

모둠 구성원들과 협동하고
우수한 의사소통으로 모둠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둠 구성원들과 모둠활동
에 참여하였다.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
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 나타났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
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 기준

평정 척도

1

본 프로젝트에서 내가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5–4–3–2–1

2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다.

5–4–3–2–1

3

제품을 제작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을 잘 이해하며 제작했다.

5–4–3–2–1

1-2차시

3-4차시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과목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통합과학

자율주행 자동차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을 통해 탐
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능력이 우수함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공학일반

자율자동차 문제의 다양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다루어지는 융합 문제를 체험하고 IT 기반 융합 공학
의 원리를 이해하며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
는 능력이 우수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기술·가정

수송 기술에 의한 사고의 원인과 사례를 파악하고 새롭게 등장한 수송
수단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하여 자율자동차 분야의 발전 방안을 제시
하였고, 관련 직업 세계의 변화를 체험하며 타인과 의사소통 및 협업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위한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우수함

뛰어난 성취를 보인 영역의
수행평가 결과를 기술한 경우

미술

자율주행 자동차 디자인 작품을 제작할 때 주제를 탐색하고 외형 요소
와 디자인의 원리를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결과가
돋보였으며 타인의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능력이 우수함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5차시
집중력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했다.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으
나 끈기가 부족했다.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
가 부족했다.

동료 평가
모둠원

평가 기준

1)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2)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3)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나갔다.
4) 모둠원들과의 협동심이 좋고 소통이 잘됐다.

기여도(색칠하세요)

☆☆☆☆☆

기재 상황 예시

☆☆☆☆☆
☆☆☆☆☆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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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의 이해

1

차시

수업의 흐름

흐름

활동명

흐름

활동명

4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해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자율주행 자동차의 용어 이해하기

1

자율주행 자동차
상황 제시

5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의 주행
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상황 제시 이해하기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이해하기

2

세계 자동차
시장의 실태

6

사이언스레벨업
무인자동차 기술
문제 풀기

자동차 생산국 순위와 제조사 판매량 순위 살펴보기

3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7

교통사고의 원인 알아보기

18 고등학교 1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초 지식 이해하기

모둠 구성하기

무인자동차 전문가, 기계공학자, 자동차 디자이너, 전기전자공학자

무인자동차 전문가, 기계공학자, 자동차 디자이너, 전기전자공학자의 업무와 관련 직업 이해하기

1.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웅들 19

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원리 및 센서의 이해

차시

1/5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세계 자동차 시장의 실태
- 2014년 자동차 생산국 순위와 제조사 판매량 순위를 살펴보면

과학탐구실험, 기술·가정

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을 파악해 국가 발전의 실
단원

태와 미래 기술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과학탐구실험(문제 인식), 기술·가정(자동차 안전과 생활)

5′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tip 세계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 경제 상
학습 목표

• 자동차 시장 및 교통사고 실태를 보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황을 비교하며 설명해준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요

•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성을 이해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을 전망해볼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해보고 영웅이 되어본다.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사이언스레벨업 문제를 해결해본다.

감성적 체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직무를 직접 체험해본다.

준거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 사회적 이슈인 교통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사

컴퓨터, 빔프로젝터

학생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장점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준비물

5′
tip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

보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

전개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록 한다.

자료 및 유의점
 자율주행 자동차 작동원리

자율주행 자동차 작동원리 이해

영상
https://youtu.be/vTcvoECho2o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해
자율주행 자동차 상황 제시

10′

- 자율주행 자동차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명확한 의미를 영상을 보고 이해한다.

공원에서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타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 뒤에

도입

서 있는 아빠는 손에 리모컨을 들고 아이의 자동차를 무선으로 조
종하고 있다. 아이가 직접 운전하지만 리모컨을 가진 아빠의 손놀
림이 아이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자율주행 자동차
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해보고 영웅이 되
어보자!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잘 따라올

5′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기주도적
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5′

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 주행 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
전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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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1차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해

학생 활동지

사이언스레벨업 무인 자동차 기술 문제 풀기
- 사이언스레벨업 과학 마스터 코스의 무인 자동차 기술 문제를

무인 자동차 기술 문제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다 함께 풀어본다.

전개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15′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tip 사이언스레벨업 교사활용방에 입장하면 모든 콘텐츠를 활용
할 수 있다. 교사가 문제를 하나하나 넘겨주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직무 체험

이 활동을 하면

•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직무를 알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컴퓨터,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 1. 자율주행 자동차 영웅되기 프로젝트

▶ 모둠 구성하기
- 4명 내외로 한 모둠을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모둠 구성원이 각

공원에서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타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 뒤에 서 있는 아빠는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진로에 대해 이해한다.

정리

- 무인자동차 전문가, 기계공학자, 자동차 디자이너, 전기전자공

손에 리모컨을 들고 아이의 자동차를 무선으로 조종하고 있다. 아이가 직접 운전
5′

하지만 리모컨을 가진 아빠의 손놀림이 아이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학자의 임무와 관련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생각해보고 진로를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해보고 영웅이

탐색하도록 한다.

되어보자!

- 학생 스스로 직무를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tip 관련 직업을 소개하며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진로 지도를 겸하
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2. 세계 자동차 실태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해
▶ 우리나라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을 전망해보자.

2017 자동차 생산국 순위

2017 자동차 제조사 판매량 순위
1위 10,741,500

3,735,399

폭스바겐AG

중국

2위 10,608,366

5,645,581

르노-닛산

일본

3위 10,386,000

8,349,836

토요타

독일

4위 9,600,000

3,033,216

GM

한국

5위 7,250,000

24,806,687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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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 시장은 가솔린, 디젤기관 자동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 명칭을 비교하며 확인해보자.

시장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자동차 생산국과 회사들은 미래를 예측하

자율주행 자동차

고 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자동차 생산 5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
라 역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도 연계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
뉴스 영상

자동차 산업은 전체 제조업 비중의 10.7%(약 28만 명)의 고용 효과를 보고 있고, 매년 무
역수지 흑자 600억 불 내외의 국내 1위 수출 산업이다. 하지만 연구 및 개발에는 해외 선
진사 대비 10%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어 미래 기술적 환경을 대비하는 데 취약하다.
- 미래 기술·사회·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과
관련한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인자동차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 스마트카 : 차 안에서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보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술해보자.

교통사고의 원인

- 자율주행 자동차 : 운전자는 탑승하지만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

✚ 3. 사이언스레벨업의 무인자동차 기술 문제 풀기

신호 위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4,358건(11.2%)

121,322건(56%)

코스

콘텐츠유형

과학영역

과학원리

과학 마스터

퀴즈

ICT

무인자동차

안전거리 미확보
20,053건(9.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4,229건(6.5%)

전체 발생 건수
216,335건

중앙선 침범
10,184건(4.7%)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516건(3.4%)
기타
17,834(8.2%)
[출처 : 2017년도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
한 사고로 인간의 실수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게 된다면
사고를 줄이고 차량 정체 및 여러 교통 여건이 나아질 것이다. 또한 운전자는 운전하는 행동에
서 벗어나 차 안에서 다양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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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시

✚ 4. 모둠 구성하기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의 이해

▶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직업에 따라 모둠별 역할을 정해보자.
수업의 흐름

무인자동차 전문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한다.

진로

무인자동차 엔지니어는 각 전문 영역의 첨단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된다. 또한 여러 복잡한 전문 기술들의 융합화 부문(통합 설계·개발
등)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관련된 주요 기술에는 주행환경 인식(GPS, 레
이더, 카메라 등) 분야와 동작 수행(자동제어, 로봇, 컴퓨터 공학 등) 분야
및 관련 기술들의 융합 영역 등이 있다.

기계공학자

설계와 제품 제작을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진로

기계공학은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 있다. 자동차, 중공업,
방위산업,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각종 생산업 등을 비롯하여 전자 및 통
신 산업, 건설업, 각종 벤처산업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정보화와 더불어 산업발전의 핵심인 기계공학 기술의 전망이 매
우 밝다.
자동차 디자인과 채색을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진로

자동차 디자이너는 단순히 자동차 모양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자동차에
브랜드 철학을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는다.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하면 흔히 외
관만 떠올리지만 실상은 이렇게 외관을 담당하는 익스테리어(exterior·외
부) 디자이너와 운전석·시트 등 내장을 담당하는 인테리어(interior·내부)
디자이너로 세분화한다.

전기전자공학자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진로

전기전자공학은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을 이룸으로써 최근 전자와 정보(컴퓨
터) 그리고 정보통신공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전기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변환, 반도체 소자와 컴퓨터를 계측기화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언어와 하
드웨어를 만들고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시스템 설계 등을 한다.

이름

직업

활동명

1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 소개

주요 내용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지, 판단, 제어)의 용어와 내용 이해하기

2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지난
시간 내용 확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포그래픽 살펴보기

자동차 디자이너

직업

흐름

이름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전방 카메라

3

GPS센서

V2X 단말기

레이저스캐너

후방
레이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 구성도

조향제어
ECU
초음파
센서
전방
레이더

차속제어
ECU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구성도와 사람의 감각 기관 이해하기

4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이해하기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센서의 역할과 원리 조사 및 탐색하기

5

브레드보드
연결하기
브레드보드 연결 방법 이해하기

무인자동차 전문가

기계공학자

자동차 디자이너

전기전자공학자

6

LED 1개 켜보기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활용하여 LED 1개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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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의 이해

차시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구성도

2/5

-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센서의 역할과 원리를 시
과목

과학탐구실험, 공학일반

스템 구성도를 보고 조사 및 탐색한다.
5′

과학탐구실험(흥미와 호기심, 끈기, 공동 탐구), 공학일반(IT 기반 융합 공학)

단원

태의 것을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기술임을 이해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을 이해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찾아 작성해보도록 한다.

tip 인간이 더욱 편리하게 살기 위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자연 상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학습 목표

 전자 부품의 명칭과 특징을

하도록 지도하고, 인간이 기술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

STEAM
창의적 설계

교수 학습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해하여 회로도를 그려보고 회로를 설계한다.

전개

준거
감성적 체험

-

5′

- 부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모둠원들의 역할 분담이 잘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두이노, 서보모터, 브레드보드, 점퍼케이블, 기어박스, 초음파 센서, 바퀴, DC 모터,

교사

우드락, 자, 칼, 컴퓨터, 아두이노 연결 케이블 등

준비물
학생

학습 단계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이해하기

브레드보드 연결하기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교수·학습 활동

5′

- 브레드보드 연결 방법을 이해한다.

시간(분)

LED 1개 켜보기

자료 및 유의점

-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를 연결하여 LED를 켜볼 수 있도록 설

 가장 기초적인 LED 1개 켜기를

15′

수행해보면서 브레드보드 사
용법을 익힌다.

계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 소개
-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0~4를 소개하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자
동차는 레벨 3임을 이해한다.

 자율주행 기술 이야기 영상

-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세 가지 핵심 기술인 인지, 판단, 제어

정리

차시 예고

5′

- 다음 차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하게 될 것임을 알린다.

의 용어와 내용을 안내한다.

도입

tip

판단은 사람의 두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CPU 프로세서이다.

제어는 사람의 팔과 다리와 같은 움직이는 기능을 가진 조향, 가속,

15′
 사진 출처

브레이크 등이다.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지난 시간 내용 확인
- 사이언스레벨업의 인포그래픽을 보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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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학생 활동지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의
이해

▶ 자율주행 자동차 인포그래픽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와 부품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 및 전자 부품 등

✚ 2. 자율주행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갈 사람의 감각 기관을 작성해보자.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전방 카메라

GPS센서

V2X 단말기

레이저스캐너

✚ 1.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핵심 기술이다. 자율주행 기술 이야기를 보고 정리하여 서술
해보자.
후방
레이더

자율주행 기술 이야기

조향제어
ECU
초음파
센서
전방
레이더

자율주행
기술 이야기 영상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세 가지 핵심은 인지, 판단, 제어이다.
- 인지 : 사람의

감각 기능을 하는 센서들로 이루어진다.
- 판단 : 사람의 두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CPU 프로세서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어 : 사람의 팔과 다리와 같은 움직이는 기능을 가진 조향, 가속, 브레이크 등이다.
-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 목적지까지 사람을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기술! 이것이 자율주행의
핵심이다.

전방 카메라

GPS 센서

V2X 단말기

전방의 상황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준다.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본다.

다른 차량의 진행 방향,
교통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사람의 눈)

(사람의 위치감각)

(사람의 예측)

레이저 스캐너

후방 레이더

초음파 센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자동차 뒷면을
인식하는 센서이다.

자동차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는 센서이다.

(사람의 눈)

(사람의 눈)

(사람의 촉감)

조향제어 ECU

전방 레이더

차속제어 ECU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로 주행과 관련된
기술이다.

자동차 앞면을
인식하는 센서이다.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로 감속, 정지와 관련된
기술이다.

(사람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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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 4.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전자 부품

▶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을 확인하고 명칭을 작성해보자.
▶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전자 부품의 특징을 찾아 서술해보자.

LED

아두이노

서보모터

브레드보드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즉 전
기가 흐르면 빛이 나는 다이오드이다. 긴 단자에 플러스 전극을, 짧
은 단자에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하면 LED에 불이 들어온다.

스위치

단추 모양의 버튼은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며, 하단의 4개
단자는 회로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점퍼 케이블

기어박스

초음파 센서

DC 모터

직류전원으로 동작하며, 다른 고정 장치에 비해 가볍고 간단하다.
바퀴

DC 모터

카드보드지

서보모터

지정된 각도만큼 회전할 수 있다. 목표치에 대한 위치, 방위, 자세
등의 제어가 자동으로 가능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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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

거리측정을 위한 초음파 센서는 송신부와 수신부로 나누어 있다. 송
신부에서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둔 짧은 초음파 펄스를 방사하고,
대상물에 부딪혀 돌아온 에코 신호를 수신부에서 받는다. 이에 대
한 시간차를 기반으로 거리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장애물의 유무,
물체의 거리 또는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
제목

: LED 한 개 깜빡이기

내용

: LED 한 개를 깜빡여봅시다.

*/
// LED를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합니다.
int led = 3;
// 실행 시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이며, 최초 1회만 실행됩니다.
void setup() {
// 디지털 3번 핀을 출력 핀으로 설정합니다.
pinMode(led, OUTPUT);

브레드보드

파란색은 마이너스(-)
빨간색은 플러스(+)
초록색은 내부에 연결된 선

}// setup() 함수가 호출된 이후, loop() 함수가 호출되며,
// 블록 안의 코드를 무한히 반복 실행합니다.
void loop() {
// LED를 ON 합니다.
digitalWrite(led, HIGH);
// 1초간 대기합니다.
delay(1000);
// LED를 OFF 합니다.

✚ 5. 전자 부품 사용하기

digitalWrite(led,LOW);
// 1초간 대기합니다.

▶ 아두이노 IDE를 활용하여 스케치해 보고 LED 1개를 켜보자.

delay(1000);
}

LED와 선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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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3

차시

브레드보드 연결하기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 및 제작

수업의 흐름

∷브레드보드에 전선 연결하기
조립 순서 : ① → ② → ③ → ④ → ⑤ (완성)

흐름

활동명

1

준비물 확인하기

주요 내용

< 실체도 >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을 위한 준비물 확인하기

∷브레드보드에 저항 연결하기
조립 순서 : ① → ② → ③ → ④ → ⑤ (완성)
< 실체도 >

2

자율주행 자동차
콘테스트 영상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과정을 동영상 보고 이해하기

� 부분이 브레드보드와 연결된 부분이다.
3

자율주행 자동차
조립하기

∷브레드보드에 콘덴서 연결하기
자율주행 자동차 조립하기
조립 순서 : ① → ② → ③ → ④ → ⑤ (완성)
★ 부품 방향에 주의!

< 실체도 >

4

� 부분이 브레드보드와 연결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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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 및 제작

차시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자율주행 자동차 콘테스트 영상

3/5

- 자율주행 자동차 콘테스트 영상을 보고 난 뒤, 자신감을 가지
과목

과학탐구실험, 기술·가정

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과학탐구실험(문제 해결, 공학적·창의적 설계 및 도구 제작), 공학일반(창의 공학 설계), 기술·가정(창의 공
단원

tip 한국과학창의재단 메이크올 자율주행 자동차 콘테스트 콘텐

학 설계), 미술(조형 요소와 원리의 응용)

10′

츠에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과정이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서 이 영상을 재생해 조립 과정과 완성하는 결과물을 보여준다. 누
학습 목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고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자율주행 자동차 콘테스트

구나 쉽게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

전개

-

영상

록 한다.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고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감성적 체험

자율주행 자동차 외형을 완성하여 성공을 경험한다.

준거

교사

자율주행 자동차 조립하기
-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외형을 조립한다.

컴퓨터, 빔프로젝터

-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회로를 조립한다.

준비물
학생

25′

자율주행 자동차, 컴퓨터, 아두이노 연결 케이블
tip 모둠원들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정리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율주행 자동차 외형 완성하기

5′

- 자율주행 자동차 만드는 일을 마무리한다.

자료 및 유의점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하기
▶▶준비물 확인하기

도입

-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부품을 확인한다.

tip

10′

부품들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안내한

다. 작은 부품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자 안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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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학생 활동지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 및
제작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 주인 잃은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 NFC 카드의 작동 과정 및 생활에서 활용되는 예를 알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NFC 스티커,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 1. 자율주행 자동차 조립하기
자율주행 자동차 콘테스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콘테스트 영상

▶ 자율주행 자동차 회로 조립하기

▶ 자율주행 자동차 외형 조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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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자율주행 자동차 회로도

초음파 센서 연결도
- 자동차가 주행 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초음파 센서

▶ 자율주행 자동차 외형 완성하기

모터 연결도
-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

모터드라이버

블루투스 연결도
-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블루투스 모듈

전체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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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주행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주행

차시

4/5

과학탐구실험, 기술·가정, 미술

수업의 흐름
과학탐구실험(문제 해결, 공학적·창의적 설계 및 도구 제작), 기술·가정(첨단 수송기술), 미술(조형 요소와
단원
흐름

활동명

원리의 응용)

주요 내용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학습 목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제작·주행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할 수 있다.
상황 제시

1

-

STEAM

자율주행 자동차  
준비하기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제작·주행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한다.

감성적 체험

자율주행 자동차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보면서 성공을 경험한다.

준거
자율주행 자동차 준비하기

교사

자율주행 자동차 트랙

학생

자율주행 자동차, 아두이노 연결 케이블, 스마트폰, 채색 물감, 붓, 스티커 등

준비물

2

자율주행 자동차에
생명 불어넣기

자율주행 자동차에 설치된 아두이노에 업로드하기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자율주행 자동차 창의적 설계

도입
3

자율주행 자동차
디자인하기

▶▶자율주행 자동차 준비하기

5′

- 지난 시간에 완성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준비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생명 불어넣기

자율주행 자동차 외관 꾸미기

-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을 한다.
- 아두이노 IDE를 활용한다.

전개
4

완성된 자율주행
자동차 전시하기

- 초음파 센서, 블루투스, 초음파 센서와 블루투스 코드를 각각
넣어보면서 작동을 확인한다.

 코드 내용을 수정하면서 자신

25′

만의 최적화된 자율주행 자동
차를 완성한다.

- 블루투스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행해
본다.
자율주행 자동차 전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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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4차시

학생 활동지

자율주행 자동차 디자인하기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주행

- 자율주행 자동차 외관을 채색하여 꾸미고 개성 있게 표현할 수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있도록 한다.

전개

15′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tip

자율주행 자동차 외관을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개성을 표현

한다.

이 활동을 하면

•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조작할 수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자율주행 자동차 트랙, 자율주행 자동차, 아두이노 연결 케이블, 스마트폰,
채색 물감, 붓, 스티커 등

자율주행 자동차 완성 후 성공의 경험
▶ 완성된 자율주행 자동차 전시하기

정리

- 완성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tip

완성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교실에 전시하여 모터쇼에 참여

5′

✚ 1. 자율주행 자동차에 생명 불어넣기
▶ 아래 코드를 보고 확인하여 업로드한다.

한 전문가처럼 학생들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c_
ue0mOad-jPAuRsRBHjXijJUgEzw-rO0_z2j8d1c/
edit?usp=sharing

MEMO

✚ 2. 블루투스 컨트롤 사용 방법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Gt28v1SS
oTbxmKHNkqMY188glZmMKfmWNBYUC9D-F4/
edit?usp=sharing

✚ 3. 자율주행 자동차 완성하기
▶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마음대로 디자인하여 꾸며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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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주행 자동차 완성 및 발표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자율주행 자동차 완성 및 발표

차시

5/5

공학일반, 기술·가정, 미술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학습 목표

1

전시된 자율주행
자동차 확인 및
점검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전 확인 및 점검하기

STEAM

공학일반(공학 진로 탐색), 기술·가정(기술과 직업), 미술(성찰과 보완)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여 발표할 수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상황 제시

-

창의적 설계

-

교수 학습

•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시험을 하며 성공의 기쁨을 느낀다.

준거
감성적 체험

2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하기

시간을 갖는다.
•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미래 직업과 커리어 패스를 이해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하기

3

•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시험을 하며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해보는

교사

마이크, 자율주행 자동차 트랙

학생

컴퓨터, 아두이노 연결 케이블, 완성된 자율주행 자동차

준비물

모둠별 결과물
발표회
모둠별 결과물 발표하기

학습 단계

4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커리어 패스를
통한 진로 탐색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진로 탐색하기

전시된 자율주행 자동차 확인 및 점검

도입

- 지난 시간에 완성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태를 살펴보고 부족

5′

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한다.

5

평가하기

프로젝트 과정 및 결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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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5차시

학생 활동지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성공의 경험

자율주행 자동차 완성 및
발표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하기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 완성된 자동차를 확인하고 주행 준비 및 테스트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및 아이디어 공유
▶ 모둠별 결과물 발표회

자동차 디자이너와 무인자동차

무엇이 필요할까

자율주행 자동차

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생각

- 모둠별 결과물 발표 준비를 한다.
- 모둠별 결과를 발표하고 동료 평가를 실시하여 내용을 공유하

• 자율주행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미래 시대의 새로운 진로를 찾아볼 수 있다.

엔지니어의 일상과 진로 탐색

- 트랙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올려놓고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전개

이 활동을 하면

40′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고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 1.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하기
처음 모둠 구성 시 맡은 역할을

tip

조사하여 보는 것도 좋다.

결과물 발표는 모둠별로 차별화된 부분을 부각시켜 압축적

으로 진행하도록 숙지시킨다. 동료 평가는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미래 직업 설계
▶ 커리어 패스를 통한 진로 탐색
-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한다.

평가하기

정리

- 평가 항목은 계획 및 설계, 문제 해결, 산출물, 협동 및 의사소

5′

✚ 2. 모둠별 결과물 발표하기

통, 창의성, 집중력과 끈기(동료평가, 관찰평가) 등이다.

▶ 우리나라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을 전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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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구분

모둠

점수

상

중

하

모둠

점수

상

중

하

자율주행 자동차 이름 짓기
A

강점

L

약점

U

특성

우리 모둠의 자동차 컨셉
시장 :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 예측하기

직업 :

좋은 점
아쉬운 점

✚ 3. 커리어 패스를 통한 진로 탐색

흥미로운 점

▶ 커리어 패스(Career Path)란 자신이 속한 직종이나 일에서의 커리어 상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거치는 과정을 말한다. 아래 글을 읽고 모둠별로 전문가의 미래 사회를 생각해보고 미래 커리어
패스를 작성해보자.

▶ 발표 모둠을 평가해보자.

구분

A

모둠

점수

상

중

하

모둠

점수

상

중

하

띠리링 띠리링. 아침 7시. 직장인 스티미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가사 로봇이

강점

물을 가져다주고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온도로 샤워를 하고,
거울 디스플레이에 뜬 오늘의 일정을 확인한다. 냉장고 앞에서 오늘의 아침 메
L

약점

뉴를 클릭하면 가사 로봇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줘 맛있게 먹는다. 방에 와서 장
롱 앞 거울에 오늘의 맞춤옷 중 하나를 누르면 옷들이 준비된다. 출근 준비를 하

U

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를 타고 목적지를 얘기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회사 입

특성

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다. 차를 타는 동안 간단한 업무를 체크하고 가족들에
게 안부 문자를 보낸다. 오늘은 새로운 자율주행 자동차가 출시되는 날이다. 그
구분

모둠

점수

상

중

하

모둠

점수

상

중

하

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 기대가 크다. 스티미는 학창시절
자동차 디자이너가 꿈이어서 다양한 공부를 해왔다. 스티미는 어떻게 이 직업을

A

강점

L

약점

U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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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 패스를 작성해보자.

- 자동차 디자이너는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5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
이너는 철저한 보안에 싸인 비밀의 영역이다. 자동차 디자이너는 대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 나의 적성과 흥미, 꿈과 끼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이 평소에 어떤 일에 관심이 많으며 어떤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난 것 같은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등을 떠올려 적성과 흥미를 찾아보도록 한다.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디자인 감각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다.

- 무인자동차 엔지니어는 첨단 기술의 융합 측면에서 컴퓨터, 전자, 기계 등의 지식이 요구된
다. 따라서 컴퓨터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을 전공한다. 또한 여러 영역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융합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은 물론이고 창의력과 반복되는 시행착오에
대한 인내심, 도전정신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

▶ 위 글을 참고해 미래에 새로 생겨날 수 있는 직업 중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한 영역이다.
미래 사회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지, 새로 생겨날 유망한 직업은 무
엇이 있을지 탐색하여 적어보도록 한다.

✚ 4.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나의 진로 설계하기
▶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미래 사회에서 메이커들과 관련된 사회 모습들은 어떻게 발달·변화하게 될지 작성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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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가하기
발표

MEMO
평가 항목

평정 척도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가 우수하다.
1

- 스케치 도면이 잘 표현되었다.
- 선 정리가 깔끔하다.
※ 2 가지 조건 충족 시 상, 1 가지 조건 충족 시 중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무인자동차 전문가는 모둠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였다.

상

중

하

- 기계공학자는 모둠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였다.

상

중

하

- 자동차 디자이너는 모둠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였다.

상

중

하

- 전기전자공학자는 모둠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였다.

상

중

하

상 : 4점
중 : 2점
하 : 1점

(

) / 20점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이 우수하다.
2

- 자동차 디자인이 우수하다.
- 자동차 모형이 우수하다.
※ 2가지 조건 충족 시 상, 1가지 조건 충족 시 중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결과가 우수하다.

3

- 상 : 1분 동안 부딪히지 않고 주행하였다.
- 중 : 1분 동안 2번 이상 부딪히면서 주행하였다.
- 하 : 1분 동안 주행하지 못하였다.
발표 내용과 태도가 우수하다.

4
- 다른 모둠의 평가 결과 (상 : 개, 중 : 개, 하 : 개)
모둠 내에서 맡은 임무 수행을 충실하게 하였다.
- 모둠원의 평가 결과 (상 : 개, 중 : 개, 하 : 개)

5

총점

56 고등학교 1편

1.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웅들 57

고등학교 1편

2

독도 해저의 보물,
차세대 자원에 주목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년

준비물

고등학교 1학년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모형 만들기
열선커터기 또는 칼

학년

차시

관련 교과

1

1-2

통합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이온 결합ㆍ공유 결합
[10통과01-04]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결합을

활용 가능 교과

난이도

형성하는 이유와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 형성되는 결합의 종류를

통합과학, 기술·가정, 통합사회, 한국사, 국어

중·하

추론할 수 있다.
[10통과01-05]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 물, 소금 등이
만들어지는 결합의 차이를 알고, 각 화학물의 성질을 비교할 수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필수는 아니나 전기 작업이 용이한 교실이면
좋음. 인터넷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면 좋음

도덕·미술·기술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학급 특색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음

있다.

기술·가정

우주항공기술
[12기가04-05] 수송 기술에서 새롭게 등장한 수송 수단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하고, 우주 항공기술 분야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3-4

통합과학

이온 결합ㆍ공유 결합
[10통과01-04]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와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 형성되는 결합의 종류를
추론할 수 있다.

사용하는 이미지(Full View)

사용하는 이미지(Detail View)
기술·가정

개발자
추천의 말

본 프로그램에서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
져 독도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것의 구성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 학습한 후 화학적 탐구를 통해 구조적 결합에 따른 특성

기술의 발달
[12기가04-01]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량되거나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 최신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발표한다.
제품의 구상과 설계

을 제시하고자 한다.
[12기가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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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차시

관련 교과

1

3-4

통합사회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세계화ㆍ평화

주제 개요
새로운 에너지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해저에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코어 샘플링(Core Sampling)과 카테

[10통합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고 메테인 하이드레

시안 다이버(Cartesian Diver)를 이용한 채굴 방법에 대해 이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트의 성질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메테인 하이드

해하며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독도 해

지속 가능한 발전

레이트를 구성하는 원소, 원자, 분자를 이해하고 화학적 탐

저에 매장되어 있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과학적 측면에

구를 통해 구조적, 결합에 따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독도

서의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안전하게 채굴하기

있다.

[10통합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학습 목표

한국사

독도와 간도
[10한사05-04]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을 통해
증명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독도 불변 편입 과정의 문제점과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이해한다.
현대세계의 변화
[10한사07-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내용 목표

과정 목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해저에 매장되어

•독도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있음을 알고,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성질과 특징에

통해 자원의 중요성과 자원 채굴에 대한 필요성을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슬·막대 모형으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만들고
구성 원소, 원자, 분자와 화학적 성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안전하게 채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독도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메테인 하이드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채굴
방법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할 수 있다.

레이트가 과학적 측면에서의 독도에 가치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해저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코어
샘플링(Core Sampling)과 카테시안 다이버(Cartesian
Diver)가 있음을 알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국어

듣기ㆍ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10국01-01]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ㆍ말하기 활동을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글쓰기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STEAM 과목 요소

S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및 화학적 특성 이해하기
T E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설계하기
A 과학적 측면에서 독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글쓰기
M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사용량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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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상황 제시 CO

창의적 설계 CD

• 새로운 에너지인 메테인 하이드레
이트가 독도 해저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고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성질과 특성에 대
해 설명할 수 있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구성하는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 알고 화학적
탐구를 통해 구조적 결합에 따른 특
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
드레이트를 안전하게 채굴하기 위
한 방법을 고안하고, 코어 샘플링
(Core Sampling)과 카테시안 다이버
(Cartesian Diver)를 이용한 채굴 방
법에 대해 이해하고 그 원리를 설명
할 수 있다.

차시명

학습 목표

영화 <7광구>
- 독도 해저에 매장된 에너지원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감성적 체험 ET

•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
레이트를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조
사·토의하여 적합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메테인 하이드레
이트의 가치를 알고 독도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 우리나라 독도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과학적 측면
에서 독도의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주요 내용

3-4

나는야,
메테인
하이드
레이트를
채굴하는
기술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안전하게 채굴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코어
샘플링(Core Sampling)
과 카테시안 다이버
(Cartesian Diver)를 이용
한 채굴 방법에 대해 이
해하고 그 원리를 설명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 : 코어 샘플링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기 전, 지질 내의 구성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 채굴 방법 중 첫 번째 단계인 코어 샘플링에 대해 활동하기
두 번째 방법 : 카테시안 다이버
- 독도에서 해저에서 해수면까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안전하게 채굴하는
장치와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 4명씩 모둠을 구성하여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 장치와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창의적이고 현실적으로 설계하기
- 제작한 채굴 장치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채굴하고 가장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장치를 설계한 팀 선정하기
- 고안하고 제작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 장치와 방법에 대한 특징을 요약
정리하여 발표하기  
독도가 품고 있는 미래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지닌 과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문을 작성하고 발표하기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차시명

학습 목표

주요 내용
차세대 자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왜 주목받는가?
-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 독도의 해저에 거대 에너지원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음을 알기
- 독도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이를
채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1-2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자원,
메테인
하이드
레이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해저에 매장되어 있
음을 알고, 메테인 하이
드레이트의 성질과 특징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MEMO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무엇일까?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생성 과정, 위치, 탐사방법, 장점, 한계 및 발전 등을
설명하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모형으로 만들어보자
- 모둠별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스트로폼으로 만들기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모형을 통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구성하는 원소,
원자, 분자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이해하기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구성하는 메테인과 물의 구조와 결합에 의해 생기는
특성을 설명하기
- [확장]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모형을 통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구조가
C60 플러렌의 구조와 동일함을 설명하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 준비하기
-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을 위한 기초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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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관찰 평가 기준표(교사 평가)

평가 계획
수행, 관찰 평가 계획
수업 차시

평가 항목

문제 인식

1차시

흥미와
몰입

지식 이해

2-3차시

제시된 상황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가?

제시된 상황에 흥미를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을 제시하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지식을 이해하려 노력
하는가?

산출물
설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산출물을 여러 가지 과학
원리를 통하여 과학·기술·공학 등의 방법으로 설계하는가?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산출물
도출

집중과
끈기

4차시

평가 내용

협력 학습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도출한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산출물을 제작하는가?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려 하는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

평가 목표

평가 종류

소통 능력 함양

관찰, 자체

소통 능력 함양

수행, 관찰,
자체

융합적 지식 및
개념 함양

수행, 관찰,
자체

융합적 지식 및
개념 함양

수행, 관찰,
보고서,
자체

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

수행, 관찰,
보고서,
자체

융합적 지식 및
개념, 창의적 사
고 능력 함양

진취적 태도
함양

소통 능력 함양

수업
차시

1차시

2-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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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진취적 태도
함양

평가 척도
상

중

하

문제
인식

제시된 상황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제시된 상황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제시된 상황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적극적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
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함
하려 하였음

흥미와
몰입

제시된 상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
제시된 상황에 흥미를 느끼지
제시된 상황에 흥미를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양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을 제시하였음
연료로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연료로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성질과 화학적 구조에 대해서 다소
성질과 화학적 구조에 대해 올바르
부족하게 이해하였지만 설명할 수
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음
있음

연료로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성질과 화학적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함

산출물
설계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시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바탕으로 안전
하게 채굴할 수 있는 과학·기술·공학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계하였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시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바탕으로 안전
하게 채굴할 수 있는 과학·기술·공
학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시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채굴할 수 있는 과학·기
술·공학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
계하지 못함

창의성

해저의 에너지 자원을 안전하게 시
해저의 에너지 자원을 안전하게 시
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
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
해 여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해 여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
으로 채굴 장치를 만드는 데 어려
법으로 채굴 장치를 잘 만듦
움이 있음

해저의 에너지 자원을 안전하게 시
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
해 채굴 장치를 만드는 여러 과학
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함

산출물
제작

새롭게 배운 지식을 토대로 차세대
새롭게 배운 지식을 토대로 차세대
새롭게 배운 지식을 토대로 차세대
해양 에너지원을 채굴하기 위해 다
해양 에너지원을 채굴하기 위해 도
해양 에너지원을 채굴하기 위해 적
소 소극적으로 도전하고 장치를 제
전하지 않고 장치를 제작하지 못함
극적으로 도전하여 장치를 제작함
작하는 능력이 부족함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낮거나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낮고 과제를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높고 과제를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는 능력이
끈기 있게 해결하지 못함
끈기 있게 해결하였음
부족함

협력
학습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
로 수행함
로 수행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함
로 수행하지 못함

흥미와
참여도

새로운 주제에 관심과 흥미가 높으 새로운 주제에 관심과 흥미가 약간 새로운 주제에 관심과 흥미가 거의
있으며 다양한 활동에 소극적인 자 없으며, 다양한 활동에 거의 참여
며,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
하지 않음
세로 참여함
로 참여함

지식
이해

수행, 관찰,
보고서,
자체

관찰, 자체

관찰, 자체
4차시

흥미와
참여도

평가
항목

관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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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관찰 평가 기록지(교사 평가)
수업
차시
번호

1차시
문제
인식

이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흥미와
몰입

2-3차시
지식
이해

산출물
설계

창의성

4차시
산출물
도출

집중과
끈기

과목

협력
학습

흥미와
참여도

학생 자기 / 동료 평가 기준표
평가
방법

수업
차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연료의 정의, 종류, 기능, 특성 등을 잘 습득하여 특히 메테인 하이드레
이트에 관한 흥미가 높고 이해도도 높음.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
적·경제적 측면에서 독도가 지닌 중요성을 모둠 구성원들에게 조리 있
게 발표할 수 있음

통합과학

고체 연료를 설계하고 만드는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 간
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적극
적으로 반복 설계를 하여 성공하는 끈기를 보여줌. 활동에서 다양한 재
료를 활용하여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하려 함

뛰어난 성취를 보인 영역의
수행평가 결과를 기술한 경우

평가 척도

평가 기준
상

중

하

제시된 상황의 문제를 잘 인식하며 흥미를 가지고 상황을 해결하려 하였는가?
연료의 개발부터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일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과 관련지을 수 있음. 나아가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봄으로써
개발에 따른 과학적·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음

1차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지식을 이해하였는가?
차세대 에너지원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잘 이해하며 이를 채굴하기 위한 방법을 보
자기
평가

다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2-3차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물리적·화학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제작하였는가?
차세대 에너지원을 채굴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제작하는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우수
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복 설계를 하여 성공하는 끈기
를 보여줌. 활동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하려 함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4차시
주제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기술·가정
1차시

동료
평가

2-3차시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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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의견을
잘 발표하였는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개발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논리적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의 채굴 장치의 개발부터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일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과 관련지을 수 있음. 나아가 직업을 간접
적으로 체험해봄으로써 개발에 따른 과학적·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음

이야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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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자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1-2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자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차시

1-2 / 4

통합과학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통합과학((9)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주요 내용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해저에 매장되어 있음을 알고,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성질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동도

1

차세대 자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왜 주목받는가?

동경

131° 52′ 10.4″

북위

37° 14′ 26.8″

학습 목표

설명할 수 있다.

서도
동경

131° 51′ 54.6″

북위

37° 14′ 30.6″

• 구슬·막대 모형으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만들고 구성 원소, 원자, 분자와 화학적 성질에 대해

•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채굴 방법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자료를 통해 독도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중요성 이해하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로 인한 독도의 과학적 가치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

-

준거

2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무엇일까?

교사
준비물
학생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모형 만들기 키트(열선 커터기 1개, 109.5°, 104.5° 각도틀 1세트,
스티로폼 구(Φ35㎜/30개, Φ25㎜/50개), 우드락용 풀 1개, 이쑤시개 1통)
스마트폰(검색용)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구조와 특징 이해하기

3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모형 만들기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차세대 자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왜 주목받는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모형 제작하기

- 나누어준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 독도의 해저에 거대 에너지원

참고

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음을 안다.

도입
4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 준비하기

자료 및 유의점

- 독도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독도의 탄생과 환경 관련 영상

10′

이유와 이를 채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tip 독도의 탄생과 환경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을 위한 기초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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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무엇일까?

1-2차시

학생 활동지

- 위 기사를 읽고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독도에 매장된 메테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자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참고

인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정리한다.

독도 해저 자원의 가치 영상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생성과정, 위치, 탐사방법, 장점, 한계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및 발전 등을 찾아 학생 활동지에 작성한다.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기본적인 성질과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tip 독도 해저 자원의 가치 영상을 시청한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모형으로 만들어보자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해저에 매장되어 있음을 알고, 메테인 하이드레이
트의 성질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 구슬·막대 모형으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만들고 그 화학적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하면

40′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관련

- 모둠별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스티로폼으로 만들어 본다.

영상

무엇이 필요할까

- 구슬·막대 모형으로 만든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다른 모둠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구조 키트

연결하여 전체 모형을 만들어 본다.

✚ 차세대 자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왜 주목받는가?

tip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를 인터넷으로 조사하여 프로젝
터로 제시하면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

전개

산업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현재 쓰고 있는 자원의 고갈 문제나 환경문제 때문에

[확장]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화학적 특성 탐구

부딪히는 한계를 해결해줄 자원으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모형을 통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구

자원이 부족해 거의 모든 자원을 수입하여 사용하는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동해의 독

성하는 원소, 원자, 분자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설명한다.

도 주변에 엄청난 양이 잠들어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구성하는 메테인과 물의 구조와 결합
에 의해 생기는 특성을 설명한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모형을 통해 하이드레이트의 구조가 C60

20′

플러렌의 구조와 동일함을 설명한다.
tip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필

요한 경우 간략히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 준비하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독도

불타는 얼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성질을 토대로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모둠별로 준비한다.

20′

- 모둠별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을 위한 자료를 인터넷을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Gas Hydrate)란?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트 정보를 제공한다.

저온과 고압 상태인 깊은 바다에서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긴 고체 에너지원이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우리나라 독도 해저에 매장되어 있음

물분자 간 수소 결합으로 형성되며 메테인, 에탄, 프로판, 이산화탄소 등 가스 분자가 물

을 설명하게 한다.

정리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구성, 구조 ,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한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안전하게 채굴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
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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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결합된 상태이다. 메테인이 90% 이상인 것이 특징이다. 깊은 바다에서는 얼음
으로 존재하지만 높은 온도나 높은 압력 상태에서는 물과 가스가 분리되어 불을 붙이면
타오른다. 이처럼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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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어디에 있나?
지구 곳곳에 총 250조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각광받는 이유는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쓰고 있는

5천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우리나라에는 동해 인근에 6억 톤에 달하는 양이 매장되

화력(석유나 석탄)에너지는 공해를 배출하고 원자력 에너지는 발전소 주변 해수의 온도

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양은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00배에 달하고, 국내 가스 소

를 높인다거나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성이 크다. 반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연

비량의 30년분 양이며, 150조 원이 넘는 수준이다. 주로 저온 고압의 퇴적층에서 생성되

소시킬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미미하다. 또 기존 석유 이용 시설을 이용해 에너지원으

며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와 같은 석유, 천연가스 저류층이나 석탄층에 인접된 지역에서

로 사용할 수 있다. 부존량 또한 풍부하여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많이 발견된다. 러시아, 캐나다 등 영구동토나 심해저에 많이 분포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

있다.

우 특히 독도 주변에 많이 매장돼 있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한계와 발전
▶ 어떻게 찾아냈을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기에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탐사방법으로는 지질·지화학적 탐사, 지구물리 탐사, 지구물리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메테인이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밖

검층 등이 있다. 지질·지화학적 탐사는 퇴적물과 해수를 채취해 분석하거나 잠수정에 카

에 생기지 않고 또 이산화탄소의 발생 비율도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낮지만, 시추

메라를 이용해 해저지형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이 분석을 통해 가스의 형성이

과정에서 메테인이 연소되지 않고 공중에 그대로 방출되면 이산화탄소보다 10배나 더 심

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다. 지구물리 탐사는 하이드레이트의 물리적, 음향학적 특성을 이

각한 온실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용한 방법이다. 지구물리검층은 자원을 시추할 때나 시추한 후에 지층에 대한 여러 물성

서는 시추 과정에서 메테인의 방출을 어떻게 막을지를 둘러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검층 장비를 시추공에 투입하여 전기적·음향학적,

한다. 또한 국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응용기술 연구를 담당할 인적 자원의 부족과 미흡

방사성, 전자기 등의 발생원을 통해 수신된 정보를 해석하고 있다.

한 정부 지원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출처 : 한국전력 블로그 굿모닝 KEPCO!, ‘독도의 보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2017.09.07., http://blog.kepco.co.kr/142]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우리나라 독도 해저에 방대한 양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
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채굴 방안은 없을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첨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시추

독도 심해의 메테인 언덕

단 과학 채굴 기술을 생각해보자.

출처 : 한국전력공사 블로그-굿모닝KE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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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무엇일까?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할 때나 시추한 후에 지층에 대한 여러 물성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검층 장비를 시추공
에 투입하여 전기 적, 음향학적, 방사성, 전자기 등의 발생원을 통해 수신된 정보를 해석합니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저온과 고압상태인 깊은 바다에서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긴 고체 에너지원
입니다. 물분자 간 수소 결합으로 형성되며 메테인, 에탄, 프로판, 이산화탄소 등 가스 분자가 물리적으로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주목받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결합된 상태입니다. 메테인이 90% 이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얼음으로 존재하지만 높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각광받는 이유는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화력(석유나 석

온도나 높은 압력 상태에서는 물과 가스가 분리되어 불을 붙이면 타오릅니다. 이처럼 불에 타는 성질이

탄)에너지는 공해를 배출하고 원자력 에너지는 발전소 주변 해수의 온도를 높인다거나 발전소에 문제가

있어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생기면 위험성이 큽니다. 반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연소시킬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미미하다고 합
니다. 또 기존 석유 이용 시설을 이용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존량 또한 풍부하여 미래의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보자.

에너지원으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총 250조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가 5천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동해 주위에 6조에 달하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한계와 발전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이 양은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00배에 달하고, 국내 가스 소비량의 30년분의 양이며, 150조 원이 넘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는 수준입니다. 주로 저온 고압의 퇴적층에서 생성되며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와 같은 석유, 천연가스 저류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메테인이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밖에 생기지 않고 또 이산화탄소의

층이나 석탄층에 인접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러시아, 캐나다 등의 영구동토나 심해저에 많이 분

발생 비율도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낮지만, 시추 과정에서 메테인이 연소되지 않고 공중에 그대로

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독도 주변에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방출되면 이산화탄소보다 10배나 더 심각한 온실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메테인 하
이드레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추 과정에서 메테인의 방출을 어떻게 막을지를 둘러싼 기술적 문제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어떻게 찾아낼지 생각해보자.

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응용기술 연구를 담당할 인적 자원의 부족과 미흡
한 정부 지원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탐사 방법은 지질·지화학적 탐사, 지구물리 탐사, 지구물리검층 등의 방법이 있습니
다. 지질·지화학적 탐사는 퇴적물과 해수를 채취해 분석하거나 잠수정에 카메라를 이용해 해저지형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자원의 형성이나 가스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
구물리 탐사는 하이드레이트의 물리적, 음향학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지구물리검층은 자원을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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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모형으로 만들어보자

✚ 자신이 만든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분자 모형을 친구들과 비교해보자!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메테인 분자 1개와 물 분자 20개가 결합한 안정적인 구조로 존재한다.
스티로폼으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만들어보자.

준비물

열선 커터기 1개, 109.5°, 104.5° 각도틀 1세트, 스티로폼 구(Φ35㎜/30개, Φ25㎜/50
개), 우드락용 풀 1개, 이쑤시개 1통

단계 ➊

단계 ➋

스트로폼 구를 각도틀에 넣고 재단하여 분

두 가지 각도틀에 잘린 부분을 바짝 붙인 다

자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익힌다. 스티로폼

음 원형 구멍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다시 아

구를 아래와 같이 원형 구멍이 있는 판에 놓

래를 긁듯이 자른다.

✚ [확장]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화학적 특성 탐구
▶ 메테인(Methane, CH4)

고 열선 커터기로 나무판을 긁듯이 자른다.
메테인 분자의 구조
탄화수소 화합물 중 CnH2n+2의 일반식을 갖는 화합물을 알케인 화합물, 파라핀계탄
화수소, 메테인계탄화수소라고 하는데, 메테인은 일반식에서 n=1에 해당하는 가장 간단
한 알케인 화합물로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다. 메테인은 무색, 무취의
가연성 기체로, 메테인의 중심 원자인 탄소 원자가 정사면체의 중심에 있고 각 꼭짓점에
4개의 수소 원자가 있는 정사면체형의 3차원 구조이며, 결합각은 109.5˚로 일정하다.

단계 ➌

단계 ➍

산소는 4개 중 2개가 비공유전자 쌍으로 많

탄소에는 결합손이 4개 있으므로 가장 멀

상태

무색 기체

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104.5°로 자른

리 떨어지는 각인 109.5°로 자른다. 자를 때

밀도

0.717g/L(0℃, 1atm)

다. 산소는 노란색 구로 사용하고 수소는 녹

면들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주의해서 자른다.

녹는점

-182.5℃

색 구를 반으로 잘라 사용한다.

수소를 반으로 잘라 붙여준다.

끓는점

-164℃

비중

0.555(공기: 1)

화학식

CH4

분자량

16.04g/mol

용해도

22.7mg/L

H
H
109.5
。

H

C

H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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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Water, H2O)

수소 결합으로 인해 생기는 특성
물을 전기 분해하면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이 모두 끊어진다.

물 분자의 구조
물 분자는 한 개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 원자로 구성
되어 있다.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각각 공유 결합
을 하는데 산소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강하
다. 이러한 전기 음성도의 차이와 굽은형 구조의 특

분자식

H2O

분자량

18.02g/mol

상태

무색 액체

밀도

1.0g/㎝ (4℃)

보다 수소 결합 길이가 더 긴 것은 수소 결합력이 공

녹는점

0.00℃

끓는점

100.00℃(1atm)

유 결합력의 1/10 정도로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유 결합이 분자 내 결합임을 고려하면 수소 결합이

물 분자 사이에 형성
되는 수소 결합

O
+

δ

-

2δ

H
O

3

징 때문에 극성을 띠게 된다. O-H의 공유 결합 길이

2δ-

물 분자 내의
공유 결합

H

H

δ+

δ+

수소 결합

O
2δ-

δ+ H

H

공유 결합

- 물 분자 내의 결합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인 공유

상당히 강한 분자 결합임을 알 수 있다.

- 물 분자 간 결합은 분자 간 인력인 수소

+

H δ

물의 상태가 변하면 수소
결합은 끊어지지만, 공유
결합은 끊어지지 않는다.

δ+

결합임

결합임

- 공유 결합은 수소 결합보다 강한 결합임

➊ 분자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 끓는점과 녹는점이 높다.

비공유
전자쌍

물의 끓는점은 1기압에서 100°C로,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나 구조가 비슷한 다른 물질

O
H

104.5
。

에 비해 매우 높다. 액체 상태의 물질이 기화되기 위해서는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어야 하는데, 이때 분자들 사이의 결합이 강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

H

하다. 따라서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점이 높아진다. 물의 끓는점
이 다른 물질의 끓는점보다 높은 것도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다른 물질보다 강

2δ-

극성을 띤다. →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 쌍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O
H
+

δ

하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 - )전하

H

➋ 비열이 커서 온도의 변화가 느리다.
물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수소 결합이 조금씩 끊어지면서 분자들의 운동 상태가 변한
다. 금속은 쉽게 뜨거워지고 빨리 식지만 물은 분자 사이의 강한 수소 결합에 의해 열을

부분적인 ( + )전하
+

δ

흡수하여도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열을 방출하여도 쉽게 식지 않는다.
(예) • 바닷가는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

-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여 굽은 형 구조를 이룸 → 결합각은 104.5℃

• 외부 기온이 급격히 변해도 생물의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 물 분자는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쌍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산소 원자 쪽은 부분적

• 자동차의 엔진, 기계 등을 냉각시키는 데 냉각수가 사용된다.

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 쪽은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띰 → 극성

분자

• 호수나 바다를 접한 도시는 물의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다.
• 해안 지방은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다.

78 고등학교 1편

2. 독도 해저의 보물, 차세대 자원에 주목 79

➌ 얼면 부피가 증가한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 준비하기

얼음과 물의 부피 → 같은 질량일 경우 : 물 < 얼음
물이 얼 때 부피가 증가하는 원인 → 물은 분자들이 무질서하지만 얼음은 분자들이 육각
형 구조를 이뤄 공간적 배열이 다르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성질을 토대로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기 위
한 기초 조사를 모둠별로 준비해보자.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이 일부 끊어짐) → (수소 결합의 수 : 물 분자 < 얼음 분자)

물의 구조

얼음의 구조(빈 공간이 많다)
채굴 기지

▶ C60 풀러렌의 구조
다이아몬드나 흑연과 같은 탄소 동소체. 화학식은 보통 C60이며, 다른 탄소 동소체와
는 달리 분자성 물질이다. 풀러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C60은 특히 ‘버크민스터풀러렌

▶ 모둠별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을 위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buckminsterfullerene)’이라고 부르는데, 오각형 12개와 육각형 20개로 이루어진 축구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 관련 정보 사이트

공 모양(깎은 정이십면체)을 띠고 있다. 이는 풀러렌과 비슷하게 생긴 지오데식 돔을 지
은 미국의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풀러렌(C60)의 구조

풀러렌 결정

불타는 얼음
정말 불 내나

채굴 영상

해양플랜트

자연현상 원리
원천 기술

불타는 얼음이
미래의 석유가 될까

동해 천연가스 매장

[출처 : 나무위키, ‘풀러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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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독도 주변 바다는 ‘황금어장’

참고 자료

우리땅 독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대마 난류가 교차하는 독도 주변의
해역에는 황금 어장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어장에는 연어, 송어, 대구,
꽁치, 오징어, 명태 등 회유성 어족(큰 무리를 지어 주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사는 물고기 종류)이
풍부하며, 독도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리, 전복과 함께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고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다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일본은 어째서 독도를 그리 탐내는 것일까? 독도의 ‘무엇’이
이 다툼을 계속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자.

있다. 따라서, 독도를 넘겨준다는 것은 곧 독도 인근 해역의 황금 어장 및 그 어장의 많은 해양
생물들까지 함께 놓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양생물적 가치

군사적 가치

지질학적 가치

▶ 세 번째, 독도의 군사적 가치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가득 묻혀 있는 독도 부근

독도는 태평양을 향한 해군 교두보일 뿐 아니라 유사시에 군사 요충지 역할도 가능하기

∷독도, 보석같은 섬!
▶ 첫 번째, 독도가 숨겨놓은 보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독도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그 군사적 가치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하다. 일본은 지난 1905년 러·일 전쟁 때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여 군사 기지로 사용하기도 했다. 과거에 일본이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했다면, 현재에는 우리나라가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여 전략적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군사 정보를 얻는 데 매우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이다. 유승훈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독도와 그 일대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11조 5800여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이 특히 독도에 집착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지하자원이다. 그중에서도 독도 주위 해역에 6억 톤 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타는 얼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일본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차세대 에너지원 일컬어질 만큼 그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독도 인근
해저에 특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 주성분인 메테인 등의
가스 분자가 물 분자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기포 모양의 결정체이며 불에 타는 성질을 가진
얼음 형태의 고체이기도 하다. 이 하이드레이트가 미래의 지하자원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엄청난 데다가 이 자체로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완전히 상업화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이 자원 자체가 갖는 의의는

▶ 네 번째, 세계지질의 역사를 간직한 섬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라고 불리는 독도. 그 이유는 바로 독도의 형성 과정에 있다. 독도는
해저의 지각 활동으로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을 거쳐 굳어지면서 생긴 일종의 ‘해산’이다. 보통
이런 해저산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해저산의 생성과정을 볼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해저에서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해저 밑바닥의 암석들이 쌓여 있어
독도를 ‘암석학의 보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출처 : 정희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자 티스토리, ‘우리땅 독도 왜그리 탐내는거야?’]

엄청나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게 ‘하이드레이트’는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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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는 기술자

3-4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나는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는 기술자

차시

3-4 / 4

통합과학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통합과학((9)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안전하게 채굴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코어 샘플링과 카테
학습 목표

시안 다이버를 이용한 채굴 방법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과
학적 측면에서 독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 이유로 삼을 수 있다.

1

상황 제시

영화 ‘7광구’

-

STEAM
교수 학습
해저에 매장된 에너지원을 채굴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생각해보기

창의적 설계

준거
감성적 체험

교사

2

첫 번째 방법 :
코어 샘플링

독도에 매장되어 있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는 방법 설계하기
•고안 및 제작한 팀의 채굴 장치와 방법을 다른 팀과 공유하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한 독도의 가치를 설명하고 발표하기
학습지, 프로젝터
•코어 샘플링 활동 재료(어두운 색 모래 1kg, 밝은 색 모래 1kg, 흙 1kg, 점토 1kg, 작은
알갱이 자갈 1kg, 학생별 자, 모둠별 물뿌리개(분무기), 모둠별 플라스틱 숟가락, 학

준비물
학생

지질의 구성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기   

생별 플라스틱 컵, 학생별 플라스틱 빨대 10개씩)
•카테시안 다이버 활동 재료(고리가 달린 추, 나무젓가락, 빨대, 수수깡, 일회용 스
포이드, 페트병, 자석, 클립, 낚시 바늘, 스티로폼, 볼트와 너트, 폼보드, PVC 파이프,
PVC 튜브, 테이프, 접착제, 글루건, 가위, 칼, 송곳, 채색도구 등 )

✚ 두 번째 방법 : 카테시안 다이버
▶ 압력에 따라 용적이 변하는 작은 물체를 밀폐 유리 용기에 넣은 액체 속에 담그고, 외부에서 압력을 적
당히 가하면 작은 물체는 겉보기 밀도가 변하므로, 압력이 높으면 가라앉고 압력이 낮으면 떠오른다.
이같은 작은 물체를 카테시안 다이버라 한다.

3

두 번째 방법 :
카테시안 다이버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해저에서 해수면까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안전하게 채굴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을 생각해보기

영화 <7광구>
4

도입

독도가
품고 있는 미래

- 영화 <7광구>를 보면서 독도 해저에 매장된 에너지원인 메테인

10′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과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독도의 중요성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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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참고

tip 독도 해저 자원의 가치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한다.

5′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독도가 품고 있는 미래

독도 해저 자원의 가치 동영상

도입

교수·학습 활동

전개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지닌 과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독도의

25′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문을 작성한다.
-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첫 번째 방법 : 코어 샘플링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구성, 구조 , 특징 등을 설명하게 한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기 전에 지질 내의 구성과 메테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안전하게 채굴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

인 하이드레이트의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정리

- 채굴 방법 중 첫 번째 단계인 코어 샘플링에 대해 설명한다.

10′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한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참고

- 활동을 통해 형성된 지구의 지각 물질을 확인해보고, 다른 사

자료 제시
독도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매장 위치

람의 지각 물질도 확인하여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
뒤 방법과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방법 : 카테시안 다이버

해보도록 한다.

20′

서 설명하도록 한다.

준비물
코어 샘플링 활동 재료

- 보충자료를 살펴보고 독도와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
드레이트의 위치를 숙지한다.

준비물
카테시안 다이버 활동 재료

- 독도에서 해저에서 해수면까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안전

MEMO

하게 채굴하는 장치와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 독도의 심해는 ‘물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메테인

전개

하이드레이트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고리가 달린 추’로 가
정한다.

tip 카테시안 다이버 제작 과정의 경우 채굴과 관련 없이 해저면
에서 물질을 운반하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활동이 되지 않도록 충분
히 설명하면서 지도한다.

- 4명씩 팀을 구성하여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 장치와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장치를 창의적이고 현실적으로 설계하게 한다.
- 채굴 장치 제작을 위한 다양한 재료를 준비하여 창의적인 채굴

30′

장치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제작한 채굴 장치를 활용하여 ‘고리가 달린 추’를 모둠별로 채굴
하고 가장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장치를 개발한 팀을 평가한다.
- 고안하고 제작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 장치와 방법에 대
한 특징을 요약·정리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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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학생 활동지

나는야, 메테인 하이드
레이트를 채굴하는 기술자

영화 ‘7광구’를 보면서 해저에 매장된 에너지원을 채굴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는 무엇
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채굴 방법을 통해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를 채굴하는 최첨단 기술을 고안해보자.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 해저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코어 샘플링과 카테시안 다이버가
있음을 알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독도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로 과학적 측면에서
의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 코어 샘플링(Core Sampling) 토양 등 물체의 구조에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통을
토양에 삽입한 후 토양 시료를 채취한 것
▶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얼마나 깊이 매장되어 있으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가 매장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무엇으로 덮여 있을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 전, 지질 내
의 구성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위치를 찾아보자.

• 코어 샘플링 활동 재료(어두운색 모래 1kg, 밝은색 모래 1kg, 흙 1kg, 점토 1kg,
작은 알갱이 자갈 1kg, 학생별 자, 모둠별 물뿌리개(분무기), 모둠별 플라스틱
숟가락, 학생별 플라스틱 컵, 학생별 플라스틱 빨대 10개씩)
• 카테시안 다이버 활동 재료(고리가 달린 추, 나무젓가락, 빨대, 수수깡, 일회용
스포이드, 페트병, 자석, 클립, 낚시 바늘, 스티로폼, 볼트와 너트, 폼보드, PVC
파이프, PVC 튜브, 테이프, 접착제, 글루건, 가위, 칼, 송곳 채색도구 등 )

✚ 나는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는 기술자
▶ 영화‘7광구’
제주도 남단, 심해 2,500미터 그곳에 무언가 있다.
제주도 남단 7광구 망망대해에 1985년에 개장했다가
2011년 재개장한 석유 시추선 이클립스 호. 산유국 꿈
에 부푼 대원들의 예상과는 달리 시추 작업은 번번히
실패로 끝나고 결국 본부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는다.
철수를 위해 본부에서 베테랑 캡틴 정만(안성기)이
투입되고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인 7광구에 석유가
있다고 확신하는 해저 장비 매니저 해준(하지원)은
본부의 일방적인 명령에 강하게 반발한다.

준비물

어두운 색 모래 1kg, 밝은 색 모래 1kg, 흙 1kg, 점토 1kg, 작은 알갱이 자갈 1kg, 학생
별 자, 모둠별 물뿌리개(분무기), 모둠별 플라스틱 숟가락, 학생별 플라스틱 컵, 학생
별 플라스틱 빨대 10개씩(※지질을 구성할 다양한 재료를 추가하면 좋음)

철수까지 주어진 시간은 한 달. 해준과 대원들이
마지막 시추작업에 총력을 가하던 어느 날 갑자기 본
[출처 : 나무위키, ‘7광구(영화)’]

르는데……. 피할 수도 숨을 곳도 없는 7광구, 대적할
수 없는 놈과의 사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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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뿌리개(분무기)

플라스틱 숟가락

부와 통신이 끊기고 이클립스 호에는 이상 기류가 흐
어두운색
모래 1kg

밝은색
모래 1kg

점토 1kg
작은 알갱이 자갈 1kg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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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자신이 형성한 지구의 지각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실험방법

단계 ➊

단계 ➋

첫 번째 층을 구성할 지구의 지각물질(재

두 번째 층을 구성할 지구의 지각물질을

료 중 1개)을 1㎝ 정도로 구성한다. 플라

선택하여 단계 1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한다.

스틱 컵에 선택한 재료를 넣고 분무기로

어두운 색 모래, 밝은 색 모래, 자갈

➋ 친구들이 형성한 지구의 지각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물을 뿌려 다져준다. 단, 물에 잠기지 않

모래, 자갈, 진흙

도록 유의한다.

✚ 두 번째 방법 : 카테시안 다이버
단계 ➌

단계 ➍

단계1,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 번째, 네

플라스틱 빨대를 플라스틱 컵에 세워 넣

번째 층을 구성한다.

는다.

단계 ➎

단계 ➏

플라스틱 빨대를 뽑아, 자신이 만든 지구

다른 친구들이 형성한 지구의 지각물질

의 지각물질 층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

은 어떤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지 확인한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해저면에서 채취하는 상황이라면 해수면에서 해저까지 어떻게 하강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카테시안 다이버 관련 영상

[출처 : 바다뉴스, 스쿠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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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계

지금 여러분들은 독도 해저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

[물이 가득 담긴

트를 수면으로 채굴해야 하는 도구와 방법을 연구하는 연

플라스틱 페트병]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구자이다. 4명씩 팀(모둠)을 구성하여 메테인 하이드레이
트를 모두 채굴해야 한다. 독도의 해저를 ‘물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페트병’이라 가정하고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고리가 달린 추’로 가정하여 채굴 기술을 생각하고 설계해
보자.
➊ 4명씩 팀을 구성하여 ‘물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페트
병’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고리가 달린 추’를 페트
병 입구까지 들어올린다.
➋ ‘고리가 달린 추’(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는 도
구와 방법을 고안한다.
➌ 단, ‘고리가 달린 추’에 직접 손을 대서 운반할 수는 없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채굴 방법을 발표해보자.
준비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대체 물질>

▶ 독도가 품고 있는 미래

고리가 달린 추
<채굴 도구 제작 재료 예시>
나무젓가락, 빨대, 수수깡, 일회용 스포이드, 페트병, 자석, 클립, 낚시 바늘, 스티로
폼, 볼트와 너트, 폼보드, PVC 파이프, PVC 튜브, 테이프, 접착제, 글루건, 가위, 칼,
송곳 채색 도구 등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만든 운반 도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독도를 두고 상시적으로 긴장 상태를 반복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경제적 이
슈가 발생했다. 그것은 독도 해역에 매장된 꿈의 에너지원과 관련돼 있다. 이야기의 시작
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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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러시아 과학원 소속 무기화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
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네초프(Kuznetsov)로부터 동해 바다의 한 지점에 붉은색으
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 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받았다. ‘하이드
레이트’란 메테인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 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의 매장 가
능성을 알려주는 ‘지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중심으로 독도의 과학적 가치와 우리나라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
는 글을 써보자.

(독도에 매장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정보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의 과학적 가치를 연관시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9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 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
상의 풍부한 해양 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 있는 것임을 보
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 수준은 그 막대한 매장량에 비해 초보 단계이므로 러시아
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하이드레이트
층에 대한 축척된 탐사 자료를 통해 19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 생산 체계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1998년에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부존 지
역을 파악하기 위한 물리 탐사를 수행하고 염화나트륨(NaCl) 3wt퍼센트 용액에서 메테
인 하이드레이트 평형 조건을 규명했다. 또한 압력에 따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
간을 규명하고 울산 해역에서의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안정 영역을 확인했다. 그리고 탄
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다.
1999년에는 다공질 매체(porous media)에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특성 규명을 위
한 실험장치의 자체 제작에 성공하였고, 2000~2004년에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R&D 센터 연구 과제로 수행(가스공사에서 연간 약 3.3억 원씩 투자) 중이다. 현재 해수
면 아래 2,800미터(수심 945미터, 해저하 1,855미터) 지점에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함
유된 사암층 표본을 채취했으며, 2015~2020년쯤에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독도 영유권 분쟁이 단순한 역사적 영토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자
원을 확보하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잠정적 추정에 의하면 이 지역의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은 약 6억 톤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만큼
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검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가 품고 있는 미래’, 청소년을 위한 미래과학 교과서-신재생에너지, 김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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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위치

참고 자료

다. 독도를 기점으로 주요 항 간의 거리
주요 항

울릉도

동해

죽변-울릉

죽변

포항

부산

오키섬

거리 (Km)

87.4

243.8

130.3

216.8

258.3

348.4

157.5

∷크기와 면적
∷지리적 위치
가. 섬의 구성
가. 위치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주위
강릉

178㎞

동도

울릉도
87.4㎞

130.3㎞

묵호

216.8㎞

131° 52′ 10.4″

북위

37° 14′ 26.8″

151m이다.

독도

217㎞

죽변

동경

에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 간 최단거리는 저조시를 기준으로

서도

258.3㎞

포항

동경

131° 51′ 54.6″

북위

37° 14′ 30.6″

나. 거리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동해안의 죽변에서는 동쪽으로 216.8km 떨어져 있으며,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으로부터는
북서쪽으로 157.5km 떨어져 있어,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독도의 구성

나. 면적
동도 73.297m2, 부속도 25.517m2로 총 면적은 187.554m2에 달하며 대한민국 정부 소
유의 국유지(관리청: 해양수산부)이다.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96 고등학교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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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도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MEMO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시설이 설치
되어 있으며,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약 450m에 걸쳐 경사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
직홀이 특징이다.

라. 서도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740m2, 장축은 남
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가량 뻗어 있다. 서북의 정상부는 험
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
로는 주민 숙소가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 위치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 지역

독도의 지형과 보유 자원

[출처 : 독도입도 종합안내, 독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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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지구,
어떻게 해결할까?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년

준비물

고등학교 1학년

스토리보드 제작,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작성용 미술 재료

활용 가능 교과

난이도

통합과학, 통합사회, 미술

하

학년

차시

관련 교과

1

1

통합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생태계 구성요소ㆍ생태계 평형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와 지구 환경 변화, 엘니뇨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스마트폰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 활용),
와이파이 환경이면 좋음

통합과학·통합사회·미술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학급 특색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음

[10통과08-03] 엘니뇨, 사막화 등과 같은 현상이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 토론할 수 있다.

2-3

통합과학

자연선택, 진화와 생물 다양성
[10통과07-02]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항생제나 살충제에 대한 내성 세균의 출현을 추론할 수 있다.
10통과07-03] 생물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사용하는 이미지(Full View)

사용하는 이미지(Detail View)

4-5

통합사회

자연관, 환경문제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개발자
추천의 말

매년 여름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 특히 이런 더위가 인간의 활동과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지구 온난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
고 이미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막
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과학과 사회, 미술 시간을 이용해서 생각해보도록 계획하였
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제작해 미래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자 한다.

6-8

미술

미술을 통한 참여 방안
[12미01-03] 현대의 사회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미술을 통한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00 고등학교 1편

3. 점점 더워지는 지구, 어떻게 해결할까? 101

학년

차시

관련 교과

1

6-8

미술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STEAM 과목 요소

S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대책 알아보기,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 경우 생물체

표현 매체의 확장, 작품 수정 및 반영

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측해보고 그 과정을 스토리보드로 작성해보기

[12미02-03]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T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아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12미02-05] 작품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다음 작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에너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기

E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현재 개발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주제 개요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모두가 생생하게 실감

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본다. 상황이 악화되어 더

했던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현상’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큰 재앙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고 이를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논의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해본다.

A 지구 온난화를 막는 대책을 알아보고 실천해보기, 스토리보드를 바탕으
로 ‘생물체의 하루’를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하고 발표하
기, 생물체의 변화를 인지하고 점토를 활용하여 형상 제작하기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만일 막지 못하고 더 심해질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

상황 제시 CO

창의적 설계 CD

감성적 체험 ET

학습 목표

내용 목표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고 토론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는 경우 지구상에 나타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발표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찾아보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토론할 수
있다.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

과정 목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보고 발표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할 경우 생물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측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본다.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인 노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환경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 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생물체의 하루를 주제로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작할
수 있다.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생물체의 형상을 다양한
점토로 표현할 수 있다.
•스토리 상황 설정에 적합한 배경과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모둠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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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발루섬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
고 투발루가 물속에 잠기고 있는 이
유를 묻는다. 투발루가 물에 잠기는
것과 북극곰의 표류 등이 지구 온난
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의한 또 다른 피해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답하
게 한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법으로는 어
떤 것이 있는지 묻는다.

•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
여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방법
을 제시한다.
•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
경 재앙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
을지 학생들이 방법을 찾게 하고 모
둠별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대책이 없다면 어떤 변화를 감수해
야 할지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이에
맞는 공작활동으로 재료를 만든 후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
도록 지도한다.
• 지구 온난화로 변화하거나 새롭게
등장한 생물체를 개인 또는 모둠별
로 점토를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지
도한다.
• 미래 생물체가 지구에서 하루를 살
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상
상해보고 모둠별로 모션 스톱 애니
메이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생물체가 움직이는 모습과
배경을 점토와 여러 가지 재료를 적
극적으로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도
록 지도한다.

• 대처 방법의 하나로 국제 사회의 협
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국제적인 협약이 효력을 미치고 목표
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토론을 통해
알아본다.
• 스토리보드로 만든 자신들의 상상물
을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
후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토론한다.
이때 각자의 작품들이 대책을 세우고
대처하는지, 대책이 없다면 어떤 변화
가 있을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
는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 모둠별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완성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작품
을 감상한다. 각각 다른 생물체의 하
루를 표현한 작품에서 생물체의 특성
중 인상적인 점을 공유하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지 논의한다.
•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작품을 감상하며, 영상
속 상황 연출 방법을 제시한다.
•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면
서 연출 기법에 대해 어려웠던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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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1

2

차시명

지구 온난화

생물의
다양성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학습 목표

주요 내용

지구 온난화의 실상을
알고 원인을 탐구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사례 살펴보기
- 투발루섬의 침몰에 대한 동영상 보기
- 먹이를 구하러 먼 길을 떠돌아 다니는 북극곰 영상 보기
지구 온난화 원인 알아보기
-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해 알아보기
-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알아보기

환경에 따른 생명체의
적응 과정을 설명한다.

생물 진화의 원인 알아보기
- 핀치새와 관련된 동영상 보고 생각하기
- 강아지 그림과 핀치새 영상을 통해 변이의 개념과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
알아보기
생물의 적응 사례 살펴보기
-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생물체 알아보기
생물의 진화 과정 이해하기
-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과정 알아보기
미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의 모습 예측하기
- 미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미래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스토리보드로 작성하기

3

생물의
진화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고 미래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모습을
예측해 본다.

4

환경
문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1)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
국제 사회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으로 환경 문제의 해결 노력 살펴보기
- 정부의 노력, 시민단체의 노력, 기업의 노력, 국제사회의 노력을 역할 분담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기

5

환경
문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2)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계획서’ 작성하기
- 학교, 가정 등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아이디어를 토의하고 표어, 그림, 사진 등이 들어간 실천 계획서
작성하기

6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이해하기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보기
-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개념 이해하기
- 다양한 연출 기법이 담긴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 감상하기
모둠별로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생물체의 하루’ 이야기를 담아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7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모둠별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 작품을
제작한다.

모둠별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 모둠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영상
제작 및 편집하기
모둠별 완성 작품 감상하기
- 다른 모둠의 작품 함께 감상하기

모둠별 작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작품 발표하고 의견 나누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의견 및 소감 발표하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 의논하기
- 생물체의 하루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토의해보기

8

모둠별
작품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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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지구 온난화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실상을 탐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탐구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여 타당성 있는 방법을 제시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
께 기술하는 경우

변이와 적응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한 생물
체들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수행함.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물체
의 적응 방식을 발표하고, 생물 다양성이 사라졌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줌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
의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생명체 모습을 스토리보드로 만들어 진화 과
정을 잘 설명함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통합사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환경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
국제사회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
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 계획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줌

뛰어난 성취를 보인 영역의 수
행평가 결과를 기술한 경우

미술

지구 온난화로 변화한 생물체의 형상을 점토를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함. 또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의 영상 촬영 기법을 이해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남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
준에 도달한 경우

통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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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발루섬과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지구 온난화

차시

1/8

통합과학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학습 목표

통합과학(8. 생태계와 환경)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실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토의한다.
상황 제시

투발루섬의 침몰과 북극곰의 표류를 다룬 영상과 이미지를 본 후 이유를 묻는다.

STEAM

1

교수 학습

투발루섬의 침몰
상황 살펴보기

창의적 설계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대책을 계획한다.

감성적 체험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토의한다.

준거

투발루섬의 침몰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생각해보기  

교사

동영상 자료와 학생 활동지

학생

스마트폰

준비물

2

북극곰의 표류에
대한 사진 보기

북극곰의 표류에 대한 사진을 보고 생각해보기   

3

학습 단계

투발루섬의 침몰과
북극곰의 표류
원인 알아보기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투발루섬의 침몰
참고

- 투발루섬에 관한 동영상과 북극곰의 표류 사진을 보여준다.

투발루섬 관련 영상

- 투발루섬의 침몰과 북극곰의 표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도입

대답한다.

10′

tip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실생활과 연관된 상황으로 지구 온

4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해결 방안  
찾아보기

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보여주면 학생들의 관심도

 사진 자료 : 북극곰의 표류
사진

를 높일 수 있다.

지구 온난화 원인과 해결 방안 찾아보고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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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온실효과가 무엇이고 이를 일으키는 물질은 무엇이 있는

모둠별로 만든 다양한 대처 방법을 학생 활동지를 활용하

지 질문하고 답한다. 또한 이들 물질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

여 발표하게 한다.

키고 있음을 설명하고 왜 그런지 질문하고 답한다.

참고

정리

모둠을 구성한다.

자료 및 유의점

10′

준비물

학생 활동지를 근거로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한 스토리보

스마트폰

드를 작성함을 안내한다.

작성한 학생 활동지를 큰 화면
으로 함께 보면서 발표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또는 태블릿 PC)

-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과 이러한 물질이 일으키는 피해

(자료 검색용)

사례를 찾아보게 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

학생 활동지

는지 모둠별로 찾아본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한 후 학생 활동지 흐름도에 따라
토론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tip 지구 온난화 발생 물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하도록 지도

MEMO

15′

한다.

모둠별로 토의한 대처 방법과 대체 물질, 대체 에너지를 알
아본 후 학생 활동지의 흐름도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지

전개

참고

도한다. 대처 방법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방법

지구 온난화 물질을 찾아볼 때

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 중 어떤 것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쓰고 있

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보도록 한다.

는지도 조사하도록 지도한다.

tip 대체 물질이나 대체 에너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알
아보도록 지도한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지구상에 머무르기 위해서 거쳐야

 대처 방법은 환경 변화에 적응

할 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토의

하는 수동적인 방법(환경변화

하고 알아본다.

에 적응하기)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이
있음을 안내한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
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국제협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15′
 파리협약 관련 내용

하고 알아보게 한다. 이를 위해 IPCC(정부 간 기후변화 협
의체)의 노력은 어느 정도 단계인지 알아본다. 국제적인 노
력은 통합사회와 관련 있음을 지도한다.

108 고등학교 1편

3. 점점 더워지는 지구, 어떻게 해결할까? 109

1차시

학생 활동지

2

지구 온난화 대처 방안
구상하기

차시

다양한 생물체의 환경 적응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수업의 흐름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피해 사례를 알 수 있다.
•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학생 활동지

지구 온난화의 원인

흐름

활동명

1

핀치새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생각해보기

다음과 같은 온실 가스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밝혀짐
1. 석유, 석탄, 가스등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한 대기중의 CO2
2. 가축의 방귀에서 나온 메테인(CH4 methane)
3. 프레온가스 등

핀치새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생각해보기

지구 온난화의 피해 사례, 원인 물질

1. 전지구적인 평균 기온 상승
2.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이상 기후 현상
3. 북극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
4. 투발루같은 섬나라 침수

2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에 대한
사진 보기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에 대한 사진을 보고 생각해보기

3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체
조사하기

4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하였는지
탐구하기

지구 온난화의 대처 방법(수동적인, 혹은 능동적인)

1.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청정한 대체 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파력에너지, 지열
에너지) 개발
2. 가정 및 학교, 공장에서 무분별한 전기 사용 자제(우리나라의 전기는 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약 60%를 넘고 있음)
3. 육식보다 채식 위주의 식단 권장
4.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국제 협약 실천

주요 내용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생물체를 조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하였는지 생각해보기(학습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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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생물의 다양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변이와 적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

2/8

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과목

단원

학습 목표

통합과학

다음 세대에도 전달될 것인지 예상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
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통합과학(7. 생물다양성과 유지)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체들을 찾아보게 하고 이들이

변이와 적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며, 환경에 적응한 생물체들을 찾아보고 토의한다.
상황 제시

준비물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하였는지 학생 활동지에 적을 수 있

전개

핀치새 영상과 강아지 사진을 보고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다.

도록 한다.

30′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체들을 찾아본다.

감성적 체험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토의한다.

tip 모둠별로 다른 환경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준거

교사

동영상 자료와 학생 활동지

학생

스마트폰

이를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각자 찾은 내용을 공유하고, 학
생 활동지에 조사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준비물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스마트폰
(자료 검색용)
학생 활동지

tip 학생 활동지 뒷면의 백지를 활용한다

시간(분)

모둠별로 제작한 학생 활동지를 이용하여 모둠별로 발표

자료 및 유의점

를 시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체들에 대
준비물

한 내용을 공유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해 정리한다.

정리

10′

스마트폰
(자료 검색용)
학생 활동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여 모든 생물체가 동일한 특성을 갖
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토의한다.
참고

적응과 진화란 무엇인가?

동영상 자료

- 핀치새에 관한 동영상과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 사진을 보여

도입

준다.

10′

- 같은 종의 핀치새와 강아지에서 다른 생김새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한다. 또한 그러한 차이가 다음 세대에
도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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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체의 진화 과정
알아보기

2차시

학생 활동지

미래 생명체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차시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수업의 흐름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체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지구 온난화로 예상되는 환경에 따른 진화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학생 활동지

흐름

활동명

1

태풍에서 살아남은
도마뱀의 특징
살펴보기

주요 내용

태풍 속에서 살아남은 도마뱀 동영상 보고 생각해보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체들

박쥐, 나뭇잎여치, 선인장, 낙타, 물개, 사막여우, 부레옥잠 등
2
어떠한 방식으로 그 환경에 맞추어 적응하였나?

변이와
자연선택설의 과정
알아보기

1. 빛이 적은 동굴에서 생활하기 위해 눈보다 청각을 발달시켜 초음파로 시각을 대체함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과정을 알아보기

2. 자신이 생활하는 곳의 나뭇잎과 비슷한 생김새를 활용하여 피식의 위험을 줄임
3.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줄기의 저수조직을 발달시키고, 증산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잎을 가시형태로 발달시킴

3

4. 물과 음식이 부족한 사막에서 적은 섭식에도 오래 움직이기 위하여 혹에 기름의 형태로 열량을 저장

미래 환경에
적응한 미래
생명체 모습
발표하기
미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환경에 맞게 진화한 생명체 모습이 어떠할지 발표하기

하고, 속눈썹이 길어 모래가 눈에 잘 들어가지 않도록 함
5. 추운 극지방에서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지방을 늘림
6. 더운 적도지방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가 커져 열 발산량을 늘리고, 몸집이 줄어들어 열 방출
을 쉽게 함
7. 물에 쉽게 뜨기 위하여 잎자루에 많은 공기구멍이 발달함

4

미래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진화과정을 4컷
스토리보드로
만들어보기
미래 생명체의 진화과정을 4컷 스토리보드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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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생물의 진화

차시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진화 과정

3/8

- 과잉 생산(개체변이) → 생존 경쟁, 적자 생존 → 자연 선택 → 진화
과목

단원

통합과학
tip

통합과학 (7.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

각 진화 단계와 그림을 연관 지어 설명한다.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15′
학습 목표

PPT 및 판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고 미래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모습을 예측해본다.
상황 제시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도마뱀의 동영상을 보여준다.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다양한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미래 환경에 알맞게 진화한 생명체의 모습을 나타낸다.

감성적 체험

미래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4컷 스토리보드로 작성해본다.

원래 기린은 목의 길이가 다양
했다.
개체 변이

준거

교사

동영상 자료와 학생 활동지

학생

필기도구(색연필 등)

생존 경쟁에서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

목이 짧은 기린은 자연 도태되었다.

준비물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되어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자연 선택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
의 모습 그리기
- 미래의 다양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전개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태풍 속에 살아남은 도마뱀들의 생존법
- 미래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4컷 스토리보드

- 두 차례의 태풍 속에도 살아남은 어느 섬의 도마뱀에 관한 동

참고

영상을 보여준다.

로 작성하기

영상 자료

15′
tip

진화 과정이 환경에 적응하는 형태로 생명체가 살아남았다

준비물
학생 활동지

는 것을 알려주고, 미래 환경을 예측해 이에 따른 생물의 진화를 추

도입

측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0′
준비물

- 살아남은 도마뱀의 특징을 알아본다. 앞으로 이 섬에서 태어날
도마뱀들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발표해본다.

tip 도마뱀이 살고 있는 섬의 환경을 설명하여 잦은 태풍이 도마

스마트폰
(자료 검색용)
사진자료

뱀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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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4컷 스토리보드를 통해 학생들이 예측한 생명체가 환경 변
- 지구 온난화에 따른 미래 지구의 환경 변화가 생명체에 미치는

3차시

학생 활동지

화에 따라 진화하는 과정 발표하기

정리

자료 및 유의점

미래 생명체 진화 과정
상상하기

10′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영향을 생각해보고 어떠한 환경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 말해본다.

이 활동을 하면

• 미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볼 수 있다.
• 진화 과정을 적용하여 미래 생명체를 예측해볼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필기도구(색연필 등), 학생 활동지

MEMO

1컷

온난화로 인한 사막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뜨겁고 메마른 지구로 변화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

3컷

메마른 환경으로 먹이가 부족하므로 먹이를
땅속에서 주로 섭취하기 위하여 앞발이 땅을
파기 쉬운 형태로 튼튼하게 발달하는 생명체를
그림으로 그리기

118 고등학교 1편

2컷

뜨거운 온도에 견디기 쉽게 몸집이 작아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기

4컷

미생물과 땅속 작은 곤충들을 쉽게 먹기 위하여
넓은 입과 큰 폐의 발달로 강한 흡입력이 용이한
생명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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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주왕복선 인데버 호의 마지막 비행에 탑승한 우주벌레

참고 자료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

타디그레이드
영하 273도의 냉골과 섭씨 151도의
고온에서 모두 살아남는 벌레도
있다. ‘타디그레이드(tardigrade)’라는
이름의 이 벌레는 미국의 우주왕복선

∷극한 생명체

‘인데버’호에 같이 탑승한 것으로 더
유명하다. 타디그레이드는 5억 3000만

▶ 가. 섭씨 450도의 끓는 바다에서도 살아남는 새우

년 전 캄브리아기에 등장했다. 각각
내열새우
극한 생명체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0.1㎜ 이하 크기의
단일세포나 곰팡이류(균사)지만,
해외에서 섭씨100도를 훨씬 넘는
고온에서 서식하는 내열새우가
발견됐다. 영국 국가해양학센터와
사우샘프턴대 연구진은 최근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높은 열에도 잘 견디는 ‘내열새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탐측기로 카리브해 케이맨제도 남쪽을 탐사하다 이 새우를 발견했다. 내열새우가

4~8개의 발톱이 달린 여덟 개의 다리로
엉금엉금 걷는 모습이 곰과 닮아 물곰, 이끼를 먹고 살아 이끼돼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몸길이는 보통 0.3~0.5㎜, 몸집이 큰 종류는 1.2㎜ 정도로 육안으로 간신히 확인이 가능할
정도다. 타디그레이드는 해발 8,000ｍ의 히말라야 산맥과 바다 아래 4,000ｍ에서도 발견됐다.
지금까지 약 1,150개 종류에 달하는 타디그레이드가 발견됐는데, 발견된 곳은 북극지역부터 적도
인근까지 다양하다. 습기가 있는 곳에서 서식해 온천 근처 이끼 사이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지만 물
없이도 거의 10년 이상을 버티는 독한 생물이다.
타디그레이드는 다른 생물이 사망하는 수준보다 1,000배 많은 방사선에 피폭돼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구 저궤도의 우주 진공 상태에서도 며칠을 견딘다. 지난해 5월
우주왕복선 인데버의 마지막 비행에도 함께해 유명세를 탔고, 같은 해 11월에는 러시아의
화성위성탐사선인 ‘포보스 그룬트’ 호에도 탑승했다.

사는 곳은 해수면 5,000ｍ 아래 해상 틈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나오는 열류 근처였다. 이 열류의
온도는 무려 섭씨 450도. 화산 근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천 온도보다 약 5배나 높다. 내열새우는

∷상상 속의 생명체

길이가 3㎝가량으로, 다른 새우에 비해 몸집이 작다. 머리 끝에 두 개의 눈이 달린 보통 새우와 달리
눈이 없지만 대신 등에 빛을 감지하는 기관을 갖췄다. 과학자들은 어두운 심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새우의 눈이 퇴화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등에 있는 기관을 이용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열수 구멍(hydrothermal vent)을 찾아가며,
온도가 덜 높은 곳에서 사는 미생물을 먹이로 삼는다. 심해에 위치한 열수 구멍은 해저 지각이
갈라진 틈에서 뜨거운 화학물질과 열수가 분출되는 지점이다. 해저 탐사에 참가한 사우샘프턴대
해양생물학자 존 코플리 교수는 “이번에 내열새우 발견을 통해 심해에 사는 생물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고,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조한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땅속의 먹이를

지표면이 온통 가스로 뒤덮인 환경에서

섭취하기 위해 넙적한 입을 갖게 된 생물

가스 위 대기에서 살 수 있는 생물

[출처 : https://www.quo.es/ciencia/g15010/los-aliens-segun-haw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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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1)

차시

4/8

통합사회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학습 목표

통합사회(Ⅱ. 자연환경과 인간)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 단체,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할 수 있다.
상황 제시

1

환경 포스터를 제시하고 환경 파괴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STEAM

환경 포스터를
보고 메시지
생각해보기

창의적 설계

교수 학습

정부, 시민단체, 기업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조사한다.

준거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감성적 체험

방안을 생각한다.

환경 포스터가 우리에게 주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교사

사진 자료와 전지, 포스트잇

학생

스마트폰, 필기도구

준비물

2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의 노력
살펴보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의 노력 살펴보기

3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환경 포스터를 이용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각 주체들의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제시하기

킨다.
- 환경 포스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
록 한다.

도입

해 보도록 한다.

tip 최근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계획서’
작성하기

참고

-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어 각 주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하기

4

시간(분)

5′

- 사진 자료
-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가정, 학교 등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서 작성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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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 국제
준비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자료 검색용)
전지, 포스트 잇

사회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 정부, 시민단체, 기업, 국제사회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둠별로 자료를 찾아본 후 토의하고

인지 브레인스토밍 학생 활동지에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40′

- 모둠별로 작성한 브레인스토밍 학생 활동지를 칠판에 게시하

-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 정책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그린피스 및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 단체 누리집을 소개해
준다.

고 모둠장이 발표한다.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모둠을 선정
한다.

tip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2)

과목

- 기업이 환경 규제를 지키지 않
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알려준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뭐든지 좋으므로 최대한 많이 제안한다.

차시

5/8

통합사회
통합사회(Ⅱ. 자연환경과 인간)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학습 목표

- 모둠별로 역할을 분담(정부, 기업, 시민단체, 국제사회)하여 각
주체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

학습 주제

단원

모둠별로 발표하게 한다.

전개

교수·학습 과정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상황 제시

환경 문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피해나 영향을 이야기한다.

STEAM

학교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을 실천하고 있는 규칙이나 방법을 정리

창의적 설계

교수 학습

해보도록 한다.

준거

개인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감성적 체험

실천 계획서를 작성해본다.

교사

학생 활동지

학생

스마트폰, 필기도구

준비물

환경 문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
로 정부, 시민 단체, 기업을 비롯하여 국제 사회의 공조와

정리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5′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차시 예고 : 환경 문제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환경 문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피해나 영향을 이
야기해보도록 한다.

도입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시민 단체의 시민운동

5′

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
해보도록 한다.

tip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피해나 영향을 이야기하도록 지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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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4-5차시

학생 활동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의 노력에 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계획서’ 작성하기

해 설명한다.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모둠별로 학교, 가정 등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보도록 한다.

모둠별로 학교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 실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나 가정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환경 친화적인 생활방식을 실천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학생 활동지

준비물

천하고 있는 규칙이나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전개

이 활동을 하면

40′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자료 검색용)
학생 활동지

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토의하도록 한다.
- 모둠별로 학생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활동 주제

- 모둠별로 실천 계획서를 발표하여 함께 공유하고 소개해보도

친환경 급식 문화 만들기

록 한다.

정부, 시민 단체, 기업, 국제 사회, 개인이라는 모든 주체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 시간 : 점심시간
- 장소 : 식당 앞
구체적 실천 방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시민 단체, 기업, 국제 사회의

정리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천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에너
지 절약, 쓰레기 분리 배출, 자원 재활용 등 환경 친화적 생

- 내용 : 급식 남기지 않기 홍보 활동
5′

(현수막 제작 및 홍보, 빈 그릇 서약서 쓰기)

활방식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 친환경 급식 문화 실천
기대 효과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 및 자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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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정부의 환경 정책 사례
▶ 친환경 버스 도입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 자동차의 배출 가스를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경유 버스가 압축 천연가스(CNG) 버스에 비해 오염
물질을 최대 30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협력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내 버스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압축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되었다. 앞으로는 전기와 가스를 함께 이용하여 더 친환경적인 압축

오늘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근대적 생활 방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천연가스(CNG) 하이브리드 버스가 보급될 전망이다.

새로운 형태의 환경 오염이다. 새롭게 등장한 환경 문제는 복합적이다.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출처 : 머니투데이, 2016. 4. 18.]

끝없이 흘러나오는 살충제 등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화학 물질은 세상 전역에 퍼져 있고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또 개별적·집합적으로 작용한다.
형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위험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물질들에 평생 노출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2년부터 도입되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출처 :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2011]

분류하여 라벨을 표시하고 있으며, 최저 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국내 제조 업체와 수입 업체가 지켜야 하는 의무 제도로, 가전기기와 조명 기기 등 23개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온실효과는 지구 대기의 선택적 흡수에 의해 일어난다.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출처 : 에너지 관리 공단, http://www.energy.or.kr]

온실가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은 통과시키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인 적외선은 흡수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대기를 가열시켜 지구 전체의 온도를 높인다.
만약 지구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없는 상태라면 복사 평형 온도, 즉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영하 18℃이다. 그러나 실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15℃ 정도이며, 이것은 ‘자연적인 온실효과’에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연료 소비를

의해 일어난다. 그 이상의 온도 상승은 ‘강화된 온실효과’ 때문에 일어나며, 이를 지구 온난화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뿐만

한다.

아니라 공영 주차장 요금, 혼잡 통행료 등 공공 요금도 할인해주고 있다.

온실가스 중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양은 산업 혁명 이전에 280ppm
정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약 360ppm에 이른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증가한다면 2070년경에는 산업 혁명 이전의 두 배 수준인 560ppm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량이 현재와 같이 증가할 때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은
1~3℃ 높아지고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서 10~20% 정도 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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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시민 단체의 시민운동 성공 사례

∷7. 친환경 자동차의 발달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가 10년 동안 캠페인을 벌인 결과, 유럽연합은 2010년 ‘EU 목재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의 연비 개선에 몰두하던 자동차 업체들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친환경

규제’를 제정하고 2013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불법 벌채된 목재류의

자동차로 점차 관심을 돌리고 있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플러그인

유통을 전면 금지하였다. 또한 매장 내 항의 시위와 수백 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온라인

하이브리드 차 3종이 주도하고 있다. 이중 하이브리드차는 이미 상용화되었고, 전기차는 기술

캠페인을 통해 영국 명품 브랜드인 ◯◯를 비롯해 18개 의류 업체들로부터 의류와 제조 과정에서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세계적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 기관을 대신할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를 지목하고
있지만, 충전소 등 인프라 마련과 주행 거리 향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중화되려면 5∼1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단위 : 만 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하이브리드차

314

430

566

721

943

125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42

69

96

127

169

226

전기차

33

44

56

71

90

116

수소연료 전지차

0.1

0.4

0.4

0.5

0.6

0.6

1987년에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서명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비준함에
따라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할로겐 발원 가스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책이 마련되었다.
2010년에 국제연합(UN) 196개 회원국 모두가 비준함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문제에 대해 최초로 전 세계적 합의를 이룬 국제 협약이 되었다. 실제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2050년에는 오존층이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세계 기상 기구 외, 오존층에 관한 질문과 답변 20가지]

[출처 : IHS,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 전망, 2015]

∷6.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지구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협약의 시작은 1992년 채택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UNFCCC)이다. 다음은 2005년 공식 발효된 교토 의정서로 선진국들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적어도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개발 도상국의 대표인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빠지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교토 의정서는 반쪽짜리 규약이 되었다.
이에 국제 사회에는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했지만,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합의가 쉽지 않았다. 여러 차례에 걸친 당사국 총회를 통해 마침내 모든
나라에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파리 협정’을 새롭게 채택하게 되었다.
[출처 : 연합뉴스, 20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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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차시

‘생물체의 하루’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하기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이해 및 제작

차시

6-8 / 8

미술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미술(11. 미디어로 세상을 보다, 12. 만화와 애니메이션, 활력을 주다)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 모둠별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 작품을 제작한다.
학습 목표

• 모둠별 작품을 감상하고 의견을 발표한다.
•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의논할 수 있다.

1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익히기

상황 제시
STEAM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감상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익히기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준거

2

생물체가 온난화가 심해진 지구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지 상상해보고 모둠별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한다.

표현한 작품에서 실제로 특정 상황이 일어날 경우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다.

교사

동영상 자료, PPT 자료, 멀티미디어 기기, 종이, 가위, 풀 등 기본 창작 재료

학생

스마트폰, 기본 점토 재료

준비물
생물체의 구체적인 형상 및 연출 장면 만들기

학습 단계

3

는 방법을 제시한다.

모둠별로 완성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작품을 감상하고, 각각 다른 생물체의 하루를
감성적 체험

모둠별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생물체
및 배경 제작하기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
촬영 및 편집하기

자료 및 유의점

 활동에 도움이 되는 PPT 자
료는 STEAM 사이트(https://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영상 작품 감상하기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영상 촬영 및 편집하기

도입

-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며,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steam.kofac.re.kr)에서 파일로

20′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작품을 감상한다.

4

모둠별 작품 발표
및 피드백 나누기
모둠별 작품 감상하고 의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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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참고
- 영상 자료
1.

‘생물체의 하루’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하기
- 생물체가 온난화가 심해진 지구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떤

1. 레고로 완성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 작품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지 상상해보고 모둠별로 모션 스톱 애니

http://blog.naver.com/zzang781/220717013432

메이션 영상을 제작한다.

2. 컵케이크의 하루를 상상하며 만든 영상 작품

2.

https://youtu.be/o1GyJpnTN1I

도입

tip 이때 교사는 점토 및 다양한 재료를 여분으로 준비한다.
PPT 수업자료

tip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을 학생들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할

1. 모둠별로 지난 시간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생물체의

- PPT 수업자료

수 있도록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인 형상을 만든다. 생물체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색
채 점토 및 고무찰흙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전개

2. 생물체의 하루 일상 속 전개 과정에 맞춰 배경화면과 공간을
제작한다. 시간에 따라 장소가 달라지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
해 다른 공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모둠별로 촬영하는 사람, 프레임마다 배경을 조작하는 사람,
전체 감독하는 사람 등 역할을 분담하여 촬영을 시작한다.

-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4. 30초~1분 정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 10초 단위로 끊어서 영상
을 만든 후 중간에 편집할 수 있도록 한다.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익히기

5. 영상 촬영을 할 때, 카메라의 시선이 일정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한다.

- ‘모션 스톱’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

6. 완성된 영상 작품을 SNS에 업로드하도록 지시한 후, 교사는

는 과정을 보여주고 참고하도록 돕는다.

작품을 멀티미디어 기기에 연결하여 함께 감상한다.
1. 버튼 조작에 대해 설명한다.
2. 시범 영상을 촬영하면서 프레임 한 컷 당 영상의 속도를 조절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작품 감상하기

3. 영상을 편집하면서 프레임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

전개

준다.

110′

준비물

- 모둠별로 완성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작품을 멀티미디어 기

-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기에 연결하여 함께 감상한다. 다음 차시에서 작품에 대한 피

4. 시범 영상을 감상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드백과 의견을 나누고,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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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예고한다.

준비물

20′

-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 TV 또는 멀티미디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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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6-8차시

학생 활동지

과목
일시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미술
2018년

4월 11일

주제

박재윤, 양덕형, 이경민, 김찬우

모둠원 이름
척도평가 :

5

4

3

2

1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 모둠별로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 영상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모둠별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

<잘된 점>
우리 모둠
작품평가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가장 인상
깊은 모둠의
작품은?

일시
주제

미술
2018년

4월 11일

모둠원 이름

박재윤, 양덕형, 이경민, 김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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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가 퇴화된 미래의 인간들
그 이유는?

스톱모션의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한 작품이고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수록 인간
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경각심을 보여줘서 가장 인상 깊었다.
여러분의 작품 속 상황이 실제 상황이라고 상상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둠별로 자유롭게 토의하고 각자 의견을 적어보세요.

‘생물체의 하루’ 시간에 따른 연결성, 생물체의 생성과정, 특성, 움직임 등을
스토리보드로 제작하기

<모둠별 모션 스톱 애니메이션을 위한 스토리보드 제작하기>

전개

<아쉬운 점>

스토리보드의 캐릭터를 점토로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학생 활동지

과목

참신한 캐릭터 설정과 창의력이 돋보였다. 모둠원들과의 담합이 잘되었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양덕형
나는 그동안 지구 온난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낭비해왔다. 그러나 이
활동을 한 후 우리의 미래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
니,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동안 내가 낭비한 환경 하나하나는 우리가 미래에 겪을 고통
하나하나를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
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박재윤
우리의 작품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괴물같이 변해버린 생명체들이 나온다. 이것은 기후가 변
하고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동물들이 죽어나가거나 고통 받는 것을 상징한다. 그
러므로 변해가는 기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동식물들을
먼저 구해줘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대처방안이라 생각한다.
이경민
나는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작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해
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환경을 위해 작은 일을 실천하면 결국 커다란 힘이 된
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험을 한다 해도 외부 사람들의 선택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그러니 나는 지금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 전 세계적으로 영
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세계시민들의 환경보호운동을 이끌어내고 싶다. 그리고 이 귀중한
시간을 주신 STEAM 수업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김찬우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 원자력 같은 비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
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발전소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발명해야
한다. 실제로 지구 온난화 대부분의 주범은 발전소에서 나온다. 그러니 우리도 발전소를 최
대한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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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도와
나만의 드론 제작하기

4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년

준비물

고등학교 1~3학년

컵드론 키트 (구입이 불가할 경우 설계도 작업으로 대체
가능)

학년

차시

관련 교과

1-3

1

정보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정보과학, 정보과학 직업군
[12정보01-01]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는

활용 가능 교과

난이도

정보, 과학탐구실험, 기술·가정

중

분야를 탐색하고 영향력을 평가한다.
자료 수집, 자료 분석
[12정보02-03]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도구를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인터넷 검색 환경 필요, 프레젠테이션 작성
도구, 전지 및 사무용품 필요

정보·과학탐구실험·기술·가정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음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기술·가정

우주항공기술, 첨단 수송 기술
[12기가04-05] 수송 기술에서 새롭게 등장한 수송 수단의 종류와

중계위성

특징을 탐색하고, 우주항공기술 분야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자동항법장치, 고해상도카메라
레이더·속도조절 SW 탑재

발표한다.
통신
기술

지상통제소
(위성을 통해
원격조종,
정보수집 등)

GPS GPS로 위치 확인

로봇2
(드론)

과학탐구실험

로봇1
(드론)

첨단 과학기술

배송지2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배송지1

사용하는 이미지(Full View)

사용하는 이미지(Detail View)

2

정보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설계 및 구현
[12정보05-03] 문제 해결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선택하여 컴퓨팅

개발자
추천의 말

장치를 구성한다.

최근 활용되고 있는 무인 택배 시스템과 드론 기술 등에 적용되는 각종 기술의 원리 및 이와
관련한 첨단 산업 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해 다뤄보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센서 및 액추에이
터, 컴퓨터 시스템, 통신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보고, 모둠별로
창의적인 무인 택배 시스템을 구안해보는 활동을 통해 단순한 기술의 활용을 넘어 새로운 아이
디어를 제시하고 공유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가정

첨단 통신 기술
[12기가04-06]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12기가04-07] 첨단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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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차시

관련 교과

1-3

3

정보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정보과학, 정보과학 직업군
[12정보01-02]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한다.
자료 수집, 자료 분석
[12정보02-03]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학습 목표

내용 목표

과정 목표

•드론의 동작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능 요소를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을 위한 창의적인 기능을 제시
할 수 있다.

•정보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상상한 것을 창의
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 소양, 능력, 태도를
기른다.
•모둠별 과제 학습을 통하여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소양 및 태도를 기른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진로 탐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과학탐구실험

첨단 과학기술, 탐구 산출물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STEAM 과목 요소

S 드론의 동작 원리 알아보기
T E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 토의하기, 데이터 송수신의 원리 알아보기
주제 개요

A 무인 택배에 필요한 기능을 아이디어 제안서로 표현하기
정보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무인 택배 시스템은 물건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하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오늘날 사회는 기

기 위한 드론 전문가, 드론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실시간

술의 발전 및 생활 패턴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스

으로 오차 없이 파악하여 계획된 경로에 따라 목적지까지

마트폰, 무선통신, 로봇 등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이동하도록 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드론과 위

이러한 변화의 한 예로 최근 무인 정찰기, 드론 등이 도

성, 각종 서버 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입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로봇 공학 기술(드론)과 무선

주는 통신시스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

통신 기술, GPS 기술 등을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찬반 논란

하다.

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도미노피자의 도미노콥터 등을

활용될 때의 각종 문제점,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점이 제

필두로 하는 무인 택배 시스템을 주제로 학생들이 관련된

기되기도 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전문가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보도

있으며, 인간에게 위험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

록 한다.

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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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상황 제시 CO

• 무인 택배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 배
워본다. 또한 드론의 활용과 관련한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활
용법을 고민해본다.

창의적 설계 CD

• 모둠별로 무인 택배 시스템에 필요
한 기능 요소들을 간단한 형태의 아
이디어 제안서로 제작하여 발표한
후 상호 평가할 것임을 알고, 이를
위한 모둠 구성 및 모둠 내 역할을
정하고 아이디어를 설계한다.

감성적 체험 ET

• 모둠별 아이디어 발표회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배저스의
커리어 패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활동에 대해 평가하며 활동을 마무리
한다.

•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공학적 탐구 활동으로, 무인 택배 시
스템 관련 기술 전문가(로봇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통신 기술
전문가) 중 로봇 전문가의 역할과 관
련 있는 드론 제작 및 주행을 체험해
보고,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모둠별
로 창의적인 생각이 담긴 무인 택배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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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1

2

차시명

Beyond
the
amazon
(아마존을
넘어서)

드론의
원리와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요소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학습 목표

무인 택배 시스템의 개
념과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
단점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드론의 프로펠러 회전에
따른 주행 원리를 설명
할 수 있다.
드론의 주요 부품과 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무인 택배 시스템의 기
능요소를 추출하고 설명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과목

『Beyond the amazon』 프로젝트 상황 제시
-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을 위한 TF팀에 참여하는 가상의 상황 제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무인 택배 시스템의 구성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핵심 정보와 아이디어들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며, 이해한 바를
전달하는 능력이 우수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의 활용 분야를 탐색하고, 정보
과학의 발전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잘 이해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임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무인 택배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들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선택하여 컴퓨팅 시스템 장치를 창의적
으로 구성하는 능력이 우수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첨단 과학기술에 포함된 기초 과학 원리를 잘 파악하고, 첨단 과학기술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첨단 과학기
술의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이 우수함

뛰어난 성취를 보인 영역의 수
행평가 결과를 기술한 경우

드론,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 원리를 도출
하여 이를 창의적 산출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능력이 우수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도 작성을 통해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기술들의 융합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함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 방안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올바른
사회 변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지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잘 표현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연구 상황 공유
- 드론 및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동영상 및 기사 공유하기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분야 탐색
- 무인 택배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전문가 집단 소개하기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이슈 알아보기
-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 토의하기

정보

드론(로봇) 전문가 역할에 따른 전문가 학습
- 드론 프로펠러의 구성 및 프로펠러의 회전에 따른 드론의 주행 원리
알아보기
- 드론에 필요한 센서 및 액추에이터의 구성 및 역할 알아보기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요소 추출
-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도 파악하기
- 드론 및 무인 택배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요소 추출하기
과학탐구실험

3

나만의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142 고등학교 1편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
디어 제안서를 제작하여
발표할 수 있다.

모둠별 토의 진행
-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토의하기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기술전문가 중 한 분야
에 대한 성장 모형을 설
명할 수 있다.

발표 및 상호 평가
- 모둠별 결과물 발표하기 및 질의 응답하기
- 소감문 작성 및 상호 평가

모둠별 발표물 제작
- 모둠별로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 제작하기
기술·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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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amazon
(아마존을 넘어서)

1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무인 택배 시스템 이해

차시

1/3

기술·가정, 과학탐구실험, 정보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학습 목표
◇◇사의 ‘Beyond the amazon(아마존을 넘어서)’프로젝트

1

‘Beyond the
amazon
(아마존을 넘어서)’
프로젝트

물류 유통 회사인 ‘◇◇’사의 기획실장은 해외 유명 유통 물류 업체가 앞 다투어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활용한 택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곧바로 임원 회의를 열어 디지털 세계에서의 물류 업계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외의 사례를 통해 국내 유통
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공감을 얻었다. 결국, ‘◇◇’사는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TF팀(전담대책반)을 구
성하기로 하였다.
‘Beyond the amazon’ 프로젝트는 ‘구매 직후 30분 안에 반경 16km내에 있는 구매자에게 배송을 완료한다.’라고 홍보하는 아마존을 넘어
설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무인 택배 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한다.
택배를 운반하기 위한 드론의 기능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GPS, 통신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드론 시스템의 구성
과 기능을 제안해 본다.

기술·가정(4. 기술시스템), 과학탐구실험(3. 첨단 과학 탐구), 정보(1. 정보 문화, 2. 자료와 정보)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 무인 택배 시스템의 개념과 관련 기술 분야를 설명할 수 있다.
•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다.
상황 제시

무인 택배 시스템의 개념 이해하기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신기술 파악 및 전문가 집단 이해하기

감성적 체험

-

준거

상황 제시 글 공유하기  

교사

컵드론 샘플(가능한 경우)

학생

-

준비물

2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배 시스템
연구 사례
알아보기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아마존 프라임에어.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배 시스템 연구 사례 알아보기   

드론 배송 광고 영상

『Beyond the amazon』 프로젝트 상황 제시

3

관련 전문가 집단
알아보기

도입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쟁점 사항
알아보기

공공디자인 전시회 영상

- 자신이 『Beyond the amazon』이라는 프로젝트의 TF팀에 참여

- 무인택배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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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사의 프라임에어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하게 되었다는 가상의 상황을 공유한다.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전문가 집단 알아보기

4

가상의 프로젝트 공유하기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연구 상황 알아보기

무인 드론의 택배 배달 영상

10′

- 드론 및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동영상 및 기사를 보고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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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DHC, 무인 드론 의약품 배송
가능성 확인 영상

1차시

학생 활동지

무인 택배 시스템
이해하기

tip 드론에 대한 내용을 이미 접한 학생들이 많으므로 교사의 강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의식 설명보다는 동영상을 이용한 사례 제시가 학생들의 이해를 더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욱 빠르게 할 수 있다.

중국 장시성, 물류 기업 “로봇·
드론 배송 적극 독려” 영상

이 활동을 하면

• 무인 택배 시스템의 개념과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하여 알 수 있다.
•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국내 드론 택배 시대 뉴스 영상

✚ 1. 다음 기사와 영상을 살펴봅시다.

‘[배달의 진화] 고객님, 주문하신 택배, 드론으로 날립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기술 분야 소개하기

전개

로봇연구원 직업정보 영상

- 무인 택배 시스템을 구현할 때 필요한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인

각국 대형 유통업체가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방식에 관심을 보이

로봇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통신 기술 전문가에 대
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tip 본 수업에서는 로봇(드론) 전문가에 대한 활동이 진행될 것임

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 드론 택배 계획을 발표했고, 독일 물류
업체 DHL은 드론을 이용한 시험 배송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도미노피자 영국법인은 이

10′
로봇연구원 직업전망 영상

을 알려준다.

들보다 6개월 앞서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들 말고도 미국 UPS와 페덱스, 중국 SF익스프레스 등 각국 유력 물류업체가 드론
의 이용 가능성에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들보다 더 빨리 배달하려는 유통업계의

tip 각 전문가 집단의 세부 내용은 참고 자료의 <직업 안내 자료>

생리가 택배 방식의 진화를 도모하고 있는 셈이다. 아마존은 드론 도입에 그치지 않고

를 참고한다.

고객이 언제 뭘 살지 예측해 배송을 미리 시작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이슈 알아보기
NFC 활용법 영상

이슈들을 제시한 후 학생들이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발표하며 공유하는 형태로 토의를 진행한다.
tip

22′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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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깅하면 생활이 편리해진다,

- 효율성, 위험성, 개인정보침해 등 무인 택배 시스템과 관련한

토의 내용 정리하고 공유하기

도미노피자 도미노콥터

아마존 프라임 에어

DHL 파켓콥터

3′

-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4.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도와 나만의 드론 제작하기 147

2

차시

▶ 동영상 : “무인 드론이 택배 배달… 시간·비용 확 준다”

드론의 원리와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요소

수업의 흐름

흐름

활동명

1

모둠 구성하기

주요 내용

✚ 위 연구 사례와 동영상을 통해 본 아마존 무인 택배 시스템의 개념과 무인 택배 시스
템에 필요한 요소를 적어보세요.

배송 전 과정이 완전 무인화됐다.
GPS 등 위치기반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악천후 대응, 장시간 비행 등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모둠 구성하기

야간 비행 등의 법 제도·규제 관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M4
FRONT

M1

✚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관련된 이슈(쟁점)들을 작성해보세요.

M3

M4 비행 방향

2

트럭 배송보다 친환경적

M2

M3

장점

빠른 배송시간

M1
FRONT_L

로봇(드론) 전문가
역할에 따른
전문가 학습하기

M2

M0

FRONT_R

REAR_L

REAR_R

M5

REAR

드론의 동작 원리 알아보기

트럭 배송에 비해 적은 환경오염
중계위성

택배 무게 및 배송 거리의 제약
단점

법적 규제 (안전 문제 관련)
기후 등으로 인해 받는 영향

자동항법장치, 고해상도카메라
레이더·속도조절 SW 탑재

통신
기술

3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요소
추출하기

지상통제소
(위성을 통해
원격조종,
정보수집 등)

GPS GPS로 위치 확인

로봇2
(드론)

로봇1
(드론)
배송지2

배송지1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요소 추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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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드론의 원리와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요소

차시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드론의 주행 원리 알아보기

2/3

- 비행체에서 프로펠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과목

정보, 기술·가정

- 드론에 프로펠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에 따라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예측해본다.

정보(4. 컴퓨팅 시스템), 기술·가정(4. 기술시스템)

단원

- 프로펠러 회전 형태에 따른 드론의 움직임을 예측해본다.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M1

• 드론의 프로펠러 회전에 따른 주행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1

2

4

Roll 회전축

M4비행 방향

학습 목표

• 드론의 주요 부품과 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Pitch 회전축

• 무인 택배 시스템의 기능요소를 추출하고 설명할 수 있다.
상황 제시

M2

QUAD X

M3

-

M4

• 정보 과학 분야의 신기술들 융합하기

STEAM
창의적 설계

교수 학습
준거

FRONT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정보통신 기술 분석하기

M3

FRONT_L

교사

FRONT_R

• 프로펠러의 회전력에 따른 드론의 동작 원리 파악하기
M2

• 무인 택배 시스템의 기능 요소 추출하기
감성적 체험

M1

M0

협업을 통한 산출물 제작으로 협동심 함양

REAR_L

REAR_R

M5

REAR

전개

컵드론 완성품(가능한 경우)

25′
- 드론의 구성 요소인 모터 및 각종 센서들에 대해 알아본다.

준비물
학생

-

+Z
+Z

0
00
U-6 050
MP PU-6
M

+Y

+X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PWM IN

모둠 구성하기

DC%

Equivalent to :

25%

- 활동을 위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 내 역할을 정한다.

3V

50%

6V

75%

tip

도입

모둠별로 작성해야 할 결과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

서 모둠 구성 및 역할 분담을 한다.

tip

12V
H Bridge

모둠 구성은 4명 내외가 적당하며 모둠의 리더를 선정한 후

활동 내용 기록 정리, 아이디어 제안서 제작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담당할 학생들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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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

100%

10′

+X

12V

tip 컵드론 완성품을 함께 보면서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고, 컵드
론이 없다면 이미지를 활용해 학습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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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드론의 원리와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요소

２차시

학생 활동지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요소 추출하기
-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도 예시 자료를 보며 드론 및 전체 시스
템에 필요한 기능 요소를 모둠별로 추출하고 정리한다.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계위성

자동항법장치, 고해상도카메라
레이더·속도조절 SW 탑재

• 드론의 구송 요소와 주행 원리에 대하여 알 수 있다.
• 무인 택배 시스템의 기능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하면
통신
기술

GPS GPS로 위치 확인

전개
지상통제소
(위성을 통해
원격조종,
정보수집 등)

로봇2
(드론)

10′

무엇이 필요할까
로봇1
(드론)
배송지2

✚ 1. 자신이 속한 TF팀의 이름과 및 전문가 역할을 구분하여 적어보세요.
배송지1

하늘의 강자

팀 이름
tip

이름

무인 택배 시스템과 관련하여 소개된 전문 분야의 내용들이

역할

김○○
나△△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역할

드론 조립
드론 부품 수급 담당

다음 차시 예고하기

정리

tip 다음 차시에서 진행할 활동을 안내한다.

５′

✚ 2. 드론의 주행 원리를 요약하여 적어보세요.

모터의 회전 방향과 회전 수에 따라 비행 방향이 결정된다.
드론의 형태 프로펠라 모양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양력이 발생해서 상승한다.

MEMO

✚ ３. 드론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센서를 확인하고 각각의 역할을 정리하세요.
부품 이름

모터
프로펠러

152 고등학교 1편

부품의 역할

출력의 세기를 결정한다.
회전 방향에 따라 비행 방향을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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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 무인 택배 시스템은 드론과 인공위성 간의 통신을 이용하여 드론의 처음 위치를 확인
하고, 목적지(배송지)까지의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동 중에도 드론의 위치를 계
속 확인해야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중을 이동하는 또 다른 물체
(다른 드론, 비행기 등)들의 정보를 확인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그
리고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한 채로 운반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합니다. 모둠별로 무인
택배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자유롭게 토의하고 정리해보세요.
표현할 요소

설명할 내용

인증샷

배송지에 도착한 후 택배를 받은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배송이
완료되었음을 택배 발송자에게 알려준다.

GPS 맵

나만의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3

수업의 흐름

흐름

활동명

1

모둠별 토의하기

주요 내용

배송지로 이동하면서 실시간 위치를
발송자와 택배를 받을 사람 모두에게 알린다.
모둠별로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토의하기

저울·무게추

출발 시 제품의 무게와 도착 시 무게를
비교해 오차범위 내로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한다.
2

모둠별 발표물
제작하기

모둠별로 완성한 발표물 제작하기

3

발표 및 상호 평가

발표하고 서로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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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모둠별 토의하기
학습 주제
과목

단원

나만의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차시

3/3

- 모둠별 토의를 통해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할 내용들을 도출한다.

정보, 과학탐구실험

5′
tip 1차시와 2차시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무인 택배 시스

과학탐구실험(3. 첨단 과학 탐구), 정보(1. 정보사회, 2. 자료와 정보)

템의 장단점,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기능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활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용하여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목표

•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작하여 발표할 수 있다.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기술전문가 중 한 분야에 대한 성장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상황 제시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모둠별 발표물(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 제작하기
- 드론을 설계할 때 필요한 센서 및 주요 부품들에 대해 정리한다.

•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 제작하기
• 커리어 패스 작성하기

10′

준거
감성적 체험

• 모둠별 발표하기
• 활동 평가하기

전개

교사

-

학생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프레젠테이션 도구 및 전지, 사무용품

준비물

tip 제안서에는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
과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과 관련한 창의적인 기능 아이디어 제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아마존 대시 - 쇼핑 메이드 심

모둠별 발표물(커리어 패스) 제작하기

플’ 영상

- 모둠별로 커리어 패스를 제작한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7′
‘제프 베조스 아마존’ 영상

모둠별 결과물 제작 안내하기
-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에 대해 안내한다.

도입

- 커리어 패스(성장 경로 모형)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발표 및 상호 평가하기
3′

- 모둠별 결과물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0′

- 소감문(성찰노트)과 평가지를 작성한다.

tip 주어진 시간 내에 결과물 제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한 시간
을 명확히 안내한다.

활동 정리하기

정리

- 4차 산업사회에서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세와 노력에 대

5′

하여 이야기하며 활동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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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학생 활동지

나만의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 무인 택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모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요소들을 표현한 제안서
를 완성해 보세요. 제안서에는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
▶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 관련해 자기 모둠만의 창의적인 기능 아이디어 제안

• 드론의 구성 요소 및 주행 원리에 대하여 알 수 있다.
• 무인 택배 시스템의 기능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 1차시 활동에서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토의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제도적 측면, 드론 관련
기능 등 기술적 측면, 기술 인력 양성 등의 기타 사항과 같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
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모둠별로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토의하고 정리해보세요.

사회적·제도적 측면

무인 비행의 안전성 확보 문제
국가별 테러 가능성에 따른 상용화 미미

기능적 측면

배터리 유지 시간
이착륙 존 설립문제
안정적인 비행 기술

기타 사항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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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 발표하기

✚ 커리어 패스 제작하기
커리어 패스(Career Path)란 자신이 속한 직종이나 일에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거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나만의 커리어 패스’를 작성해보세요.

▶ 팀당 3분 정도로 모든 팀원이 발표한 후 1~2개씩 질의응답
▶ 발표 주요 내용은 팀별 주제, 전문가별 창의적 아이디어 부분을 위주로 설명
▶ 다른 팀들의 아이디어 평가(ALU기법)

구분

1

조

주제

장애물 인지 기능으로
비행 안정성 확보

커리어 패스(경력)

2조

주제

무게추 탑재로 제품
온전성 측정

A

강점

장애물을 인지해 비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배송 전·후의 제품 상태를 대략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L

약점

매순간 장애물을 인식해야 해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무게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수 있다.

U

특성

별도의 장애물 인지 장치가 필요하다.

별도의 무게 추를 탑재해야 한다.
<제2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구분

A

강점

L

약점

3

조

주제

조

주제

‘제프 베저스’
아마존 CEO.(자료 : 아마존닷컴)>

- 1964년 뉴멕시코주 출생
- 1986년 미국 프린스턴대 전자컴퓨터공학과
최우등 졸업
- 1986~1988년 하이테크 벤처 피텔(FITEL) 근무
- 1990~1994년 헤지펀드회사 디.이.쇼(D.E.Shaw)
부사장
- 1994년 7월 아마존닷컴 설립
- 1999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선정
- 2000년 블루오리진 설립, 우주여행선 프로젝트
진행
- 2013년 워싱턴포스트 인수
- 현 아마존닷컴 CEO

주요 내용

- 2003년 서울 출생
- 2028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로봇연구단 졸업

U

- 2028~2035년 해양·항공 로봇전문 기업 근무

특성

- 2043년 기업 CEO
구분

조

주제

조

주제
나만의 커리어 패스

A

강점

L

약점

U

특성

• 기술 전문가 분야 : 로봇

연구·개발

•적합한 나의 모습 : 연구원을
•부족한 나의 모습 : 리더십,
•5년간 준비할 것 : 해외

거쳐 기업 설립

로봇과 관련된 전문기술, 글로벌 지식

로봇 관련 지식 습득, 리더십 기르기

•30대의 나의 모습 상상하기 : 해양·항공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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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문(성찰노트) 작성하기

✚ 평가하기

3차시까지 진행하는 동안 무인 택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모둠별로 창의적 아이디어
로 새로운 택배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결과보고서 및 성찰노트를 작성하면서 무인 택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정리해보자.
질문 1
우리 팀이 설계한 무인 택배 시스템을 세 줄로
정리해보자.

질문 2
로봇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통신 기술
전문가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안전한

GPS를 확인해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실시간

있도록 한 뒤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해

맞춤형 드론배송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업 내용(전문가 학습)을 돌아보고, 각 모둠을 평가해보자.

[전문가 학습]
번호

평 가 항 목

평정 척도

1

전문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긍지를 느낀다.

5–4–3–2–1

2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겨났다.

5–4–3–2–1

3

전문가 학습 과정이 관련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5–4–3–2–1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모둠 활동 1 – 모둠 구성원 평가]
질문 3
무인 택배 시스템에서 자신이 경험한 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가?

질문 4

번호

문 항

응답

모둠 구성원 A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팀 내 협업 활동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 :

기술의 발전을 뒤쫓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모으니

연구해야겠다고 느꼈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예 / 아니오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1

모둠 구성원 B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 / 아니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 :
2
질문 5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부족했던 점을 각각 한 가지 이상 작성해보자.
모둠 구성원 C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무인택배 시스템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협조했다.

예 / 아니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 :

드론을 직접 보고 날려볼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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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 2 – 다른 모둠 결과물]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1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되었다.

5–4–3–2–1

2

2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되었다.

5–4–3–2–1

3

3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되었다.

5–4–3–2–1

4

4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되었다.

5–4–3–2–1

5

5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되었다.

5–4–3–2–1

6

6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되었다.

5–4–3–2–1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도와
나만의 드론 제작하기

참고 자료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전문가 집단 소개
- 무인 택배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표적 전문가 집단인 로봇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통신
기술 전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한다.
- 본 수업에서는 로봇(드론) 전문가에 대한 활동이 진행될 것임을 알려준다.
<전문가별 역할>

1. 전혀 그렇지 않다.
전문가

주요 역할

로봇 전문가

드론의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확인하여 택배 배송에 필요한 기능 정
리 및 드론의 외형 설계 등을 담당한다.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GPS, 전자지도의 개념 및 활용 분야를 확인하여 드론의 GPS 위치정보
와 전자지도에서 목적지까지의 직선 경로를 비교 및 확인하는 기능을
설계한다.

통신 기술 전문가

공동 주택에 부착한 송신기와 드론에 부착한 센서 사이의 신호 교환을
통한 배송 위치 결정, 드론의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를 위한 관제 센터
와 드론 간의 통신 기능을 설계한다.

[자기 활동]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무인 택배 시스템 전문가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5–4–3–2–1

2

무인 택배 시스템 전문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5–4–3–2–1

3

무인 택배 시스템 전문가 발표물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5–4–3–2–1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직업 안내 자료
▶ 로봇(드론) 전문가
➊ 직업 소개 : 인공지능, 로봇설계의 원리와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 의료, 해저 및 실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
➋ 주요 업무1) : 로봇의 구성 요소를 연구·개발하고 하나의 단일체로 조립·제작한다. 용접로봇 등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시스템 설비를 설치하고 운용하며 정비하고
수리한다. 최적의 방법으로 공장의 생산설비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최신제조기술, 자동화기술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전기, 전자, 기계장치를 자동화하는 설비를 연구·개발하기도 한다.

1) 커리어넷, http://goo.gl/n8sR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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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적성, 관련 학과, 자격, 진출 분야

➌ 적성, 관련 학과, 자격, 진출 분야
항목

내용

적성

탐구 정신, 호기심,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 자동제어나
전자회로, 로봇 설계 등에 대한 지식과 응용 능력, 다른 전문가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과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 등

관련 학과

자격

진출 분야

기계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기전공학(메카트로닉스), 로봇공학과 등
관련 국가 자격은 없다.
민간 자격 : 제어 로봇 시스템학회에서 주관하는 로봇 기술 자격증(1~4급) 등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소 등에 채용되거나 산업용 로봇을 운영하는 제조업체
의 로봇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책임자로 진출하거나 군대나 방위업체에서 로봇을 군
대와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도 수행

➍ 직업 전망2)

항목

내용

적성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등을 하므로 꼼꼼한 성
격, 논리적 사고력과 지리공간을 다루기 위한 공간지각력 등

관련 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공학과, 지리정보공학과, 도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지
구과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이 외에도 GIS 관련 전문 인력 양성기관)

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 자격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산업기사),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
능사 등

진출 분야

지리정보 연구기관, 지도 제작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
국책연구기관 등

➍ 직업

전망

장차 자동차와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와

GIS시스템의 활용 범위는 토지·자원·환경·도시·해양·수산·군사·교통·통신·상하수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 과제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에

등 여러 산업으로 광범위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 서비스의 확대로 우리 생활에

따라 로봇연구원이 포함된 기계공학기술자에 대한 일자리 전망과 고용안정성은 다소 높은

친숙한 부동산, 관광, 생활편익시설 등의 안내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집중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급성장으로

또한 기계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로봇연구원이 포함된 기계공학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지리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향후 지리정보서비스의 확대와

새로운 전문 기술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개발 가능성 수준과 갖추어야 하는

더불어 지리정보시스템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각 기업에서

전문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 및 직업 전문성도 높다.

활용되고 있는 경영정보시스템, 공급망관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에도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의 활용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 진한엠앤비, 2015]

▶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➊ 직업 소개 :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지리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이다.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차에 걸쳐 국가 GIS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GIS 기반 전자정부 실현,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 생활 곳곳에서 스마트폰 확대, 증강현실의 기술 발달, 소셜 네트워크 성장,
클라우딩 컴퓨팅 보편화 등으로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빨라지고 있어 이 분야 전문기술을 가진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의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분야 직업전망, 진한엠앤비, 2015]

➋ 주요 업무 : 지리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이나 설계를 수행한다.
▶ 통신 기술 전문가
➊ 직업 소개 : 통신 기술과 통신망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2) 커리어넷, http://goo.gl/mFy6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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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주요 업무 : 통신망의 병목현상 해소, 통화 완료율 향상, 기존망 효율 극대화 등을 위해 통신망의

∷드론의 동작 원리

구조를 진단하고 분석한다. 또한 통신망의 수요를 예측하며 통신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통신망을 설계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차세대 교환기술 및 지능망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개발한다.

✚ 1. 프로펠러 회전에 따른 드론의 주행 원리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은 4개의 DC 모터와 프로펠러로 구성되며, 이 프로펠러의 회전력과 회전
방향에 의해 드론의 동작이 달라진다.

➌ 적성, 관련 학과, 자격, 진출 분야
항목
적성

관련 학과

자격

내용
꼼꼼한 성격, 분석적 사고력, 추리력 등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정보통신공학과, 전파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전
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전기정보통신공학과, 정보과학과, 정
보통신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산업공학과 등

M1

M4 비행 방향

- 국가기술자격
: 정보통신 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

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
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
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M2

- 외국자격 : CCNA, CCNP, CCIE, MCP, MCSE 등

진출 분야

M3

통신 기술개발자와 통신망 관련 기술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유무선 통신서비
스업체, 통신엔지니어링회사, 컴퓨터네트워크업체, 방송국,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통신설비제조업체,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 등

➍ 직업

전망
통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통신 기술, 통신망이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고속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동통신 분야에서
기술의 혁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 기술개발과 관련한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통신망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신망 관련 기술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통신망 등 통신망 분야는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른 분야이므로 통신망의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 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일자리는 단지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되는 등 인력의 대체 현상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가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새로운 통신 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개발, 유지하기 위한 고급

쿼드콥터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

M1~M4가 같은 속도로 회전할 경우 : 속도가 올라가면 상승하고, 속도가 내려가면 하강
한다.
- M3의 속도만 올라가면 드론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전진한다. 반대로 M1의 속도만
올라가면 뒤로 기울어져서 후진한다.
- M2의 속도만 올라가면 드론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M4의 속도만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M1과 M4의 속도만 동일하게 증가시키면 드론의 뒤쪽이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반대로 M2와 M3의 속도만 동일하게 증가시키면 왼쪽으로
회전한다.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분야 직업전망,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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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업에 사용하는 컵(CUP)드론의 모터 구성과 프로펠러 회전 방향

컵드론에는 DC 모터가 사용되는데 DC 모터는 저가형으로 제작할 수 있고 전압이나 전류를
이용해 회전 수를 쉽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브러시 마찰로 인한 마모로 수명이 7시간 정도이다.

3

BLDC는 마모되는 브러시가 없어서 제어는 어렵지만 수명이 길고 출력이 높아 중형 및 대형

Roll 회전축

1

드론에 사용된다.
Pitch 회전축
2

4

✚ 4. 드론에 사용하는 센서들
일반적으로 드론의 컨트롤 보드에는 3축 가속도센서, 3축 자이로센서, 지자기센서, 기
압센서 등이 사용된다. 현재 컵드론에서는 3축 가속도 센서와 3축 자이로 센서를 결합한

QUAD X

센서가 사용된다.

모터가 6개인 드론은 헥사드론이라고 하며 쿼드콥터보다 안정적이고 배터리 용량이 커서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다. 헥사드론은 주로 영상 촬영이나 산불 감시 등에 사용된다.

센서

역할

3축 가속도 센서

드론 움직임의 속도증가를 X축, Y축, Z축으로 감지한다.

3축 자이로 센서

X축, Y축, Z축으로 수평, 수직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지자기센서

동서남북을 센싱해서 드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아래 그림은 헥사드론의 프로펠러 방향이다.
M4
FRONT
M3

M1
FRONT_L

M2

M0

M5

FRONT_R

REAR_L

기압 센서

미세한 높이의 변화를 감지해서 드론의 높낮이 제어에 사용된다.

REAR_R

REAR

+Z

+Z
+Y

0
00
U-6 050
MP PU-6
M

✚ 3. 드론에 사용하는 모터
작은 크기의 드론에는 DC 모터(Blush Motor, 브러시 모터)가 사용되고, 기체가 커지

+X

면 BLDC(Blushless DC Motor, 브러쉬리스 모터)가 사용된다.

+X

3축 가속도 + 3축 자이로 센서 : MPU6050

✚ 5. 드론에 사용되는 DC 모터 제어 방식(PWM 방식)
DC 모터를 제어하는 방식에는 전압에 비례하게 제어하는 방식(아날로그 방식)과
PWM 방식(디지털 제어)이 있다. 전압과 비례하게 제어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적으로 전압
을 올리면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
PWM 방식은 디지털 제어 방식으로 주파수 즉, 최고 전압이 5V라고 하면 5V와 0V의
DC 모터

BLDC 모터

주파수 속도에 따라 평균 전압이 달라지는데 그 전압에 따라 회전 속도가 바뀌는 식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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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V

➍ 연료 및 배터리 효율 개선
PWM IN

DC%

Equivalent to :

25%

3V

50%

6V

75%

100%

드론의 연료 및 배터리 효율 개선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배송 보장(태양열
에너지, 보조 배터리 등을 활용)
➎ 블랙박스 장착

9V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및 배송사고 등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드론에 블랙박스

12V

장착(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블랙박스 영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H Bridge

PWM 제어 방식

실제 드론에서는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완성한 뒤에도 센서 값을 조정
하는 과정(기체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수업에 사용되는 컵드론은 드론 주행을 위

하는 제도 마련)
➏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비상시에 대비하여 드론을 모니터링하거나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➐ 운행 안전 기술 향상
항공기 또는 날짐승과의 충돌 방지, 운행 시 소음, GPS 오차 등의 문제점 극복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센서 값 조정과 모터 값을 조정할 수 있다.

∷무인 택배 시스템의 필수 기능 및 조건
- 모둠별 토의를 통해 설계하려는 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을 생각해보고 정리하도록

∷컵드론 제작
- 컵드론은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품을 개별 구입한 후 종이컵과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드론의 프레임을 만들고, 소형 보드 및 모터, 배터리를 연결하여

안내한다.

간단하게 드론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컵드론 제작을 위하여 본 수업을 하기 전에
나무젓가락 및 종이컵을 재단하여 제작 활동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무인 택배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예시)>

✚ 1. 구성물
➊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기능
드론에 부착한 GPS의 위치 정보와 전자지도의 목적지까지 직선거리를 비교하여 비행
➋ 공동 주택 중 한 곳에 배송하는 기능
공동 주택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가능하도록3) 에어컨 실외기 공간처럼 각 가정의
외부 독립 공간을 드론의 착지 및 택배물 배송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센서 등을 활용)
➌ 택배물 배송 및 도착 알림 기능

➊ 드론 덮개 : 종이컵을 약 2.8㎝ 높이로 잘라낸
후 나무젓가락 지지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에 십자(＋) 홈을 만든다.
➋ 드론 바닥 : 종이컵을 약 1.3㎝ 높이로 잘라낸 후
배터리 케이블이 나갈 수 있도록 홈을 만든다.
➌프로펠러 지지대 : 나무젓가락 2개를 13㎝

배송 직후 택배 발송 시간과 도착 예정 시간 및 배송 완료 후 등 배송 과정에 대한 정보

길이로 각각 자른 후 중앙에 홈을 만들어

제공(SNS 메시지, 드론에서 제공하는 음성 안내 등 활용)

직각으로 겹쳐지도록 한다. 나무젓가락의 끝은
서로 겹쳐졌을 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되도록 홈을 만든다(홈은 프로펠러
연결 모터를 고정하기 위한 공간이다).

3) http://goo.gl/rCkO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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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을 이용하여 두 나무젓가락이 수직이 되도록 묶는다.

➌ 드론 바닥 종이컵에 배터리를

➍ 드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포갠 후

고정시키고, 연결 케이블이 종이컵의

테이프를 붙여 고정한다. 나무젓가락도

홈을 통해 나가도록 한다.

종이컵과 함께 테이프로 붙여 고정한다.

➍ 모터 및 프로펠러-1(흰색/빨강 전선) : 모터에 연결된 선의 색이 두 가지이다. 한 나무젓가락에는
같은 색의 선이 부착되어야 하므로 미리 분류한다.
➎ 모터 및 프로펠러-2(파랑/빨강 전선)
➏ 메인보드 : 4개의 모터가 연결되며, 블루투스 모듈을 부착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다.
➐ 배터리 : 드론 바닥 종이컵 내에 고정되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메인보드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컴퓨터의 USB 단자와 연결되는 젠더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다.

✚ 2. 컵드론 제작 순서

➎ 고무줄로 종이컵에 메인 보드를 고정시킨

➏ 완성된 컵드론의 모습

후 모터 연결 케이블을 메인 보드와
연결한다.

[그림 출처 : http://goo.gl/745tMU]

➊ 나무젓가락을 홈에 맞추어 직각으로
연결한 후 네 귀퉁이에 모터를 연결한다

➋ 나무젓가락의 중앙 연결 부분이 종이컵의
중심에 오도록 홈을 만든다.

(하나의 젓가락에 같은 전선 색의 모터가
연결되어야 한다. 모터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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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야, 피곤한 청소년을 도와줘,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년

준비물

고등학교 1-2학년

리틀비츠 외 뽁뽁이, 솜, 스카치테이프, 스테이플러,
부직포, 골판지, 고무줄, 젓가락, 컵, 플라스틱 컵,
종이접시, 화장지 심지 등

활용 가능 교과

난이도

기술·가정, 생명과학Ⅰ, 과학탐구실험
독서, 국어

중

학년

차시

관련 교과

1

1

기술·가정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첨단 기술(IoT)
[12기가04-01]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량되거나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 최신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발표한다.

독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모둠학습을 할 수 있는 책상 배치
인터넷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실

기술·가정·과학탐구실험·국어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학급 특색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음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2

국어

협상하기(대안 탐색, 의사 결정)
[10국01-04]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생명과학 Ⅰ

항상성과 몸의 조절
[12생과Ⅰ03-05]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과학탐구실험

생활 속의 과학 탐구
[10과탐02-02]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독서

사실적 읽기(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전개 방식)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개발자
추천의 말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학생들은 늘 피곤하다. 쉬는 시간이면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쪽잠으로 피곤은 풀릴 수 있으나 팔이 저리거나 침이 묻는 등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
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에 주목하였다. 청소년의 쪽잠이 꿀잠되는 방법

4

기술·가정

[12기가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을

을 첨단과학기술인 사물인터넷(IoT)에서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상하고 설계한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피드백을 하는 등 학습자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
해보도록 하는 IoT 쪽잠 용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수업 상황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피곤한 청소년의 쪽잠을 꿀잠되게 하는 용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 지식을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제품의 구상과 설계

과학탐구실험

귀납적 탐구 설계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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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차시

관련 교과

1

5

과학탐구실험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STEAM 과목 요소

첨단과학기술

S 수면과 신체 조절 능력(항상성)의 관계, 생활 속 과학 탐구, 첨단과학기술
홍보하기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기술·가정

T E IoT 쪽잠 구상과 설계, 기술 변화와 직업 세계의 변화 이해하기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 세계

A 과학·기술 독서하기 및 사실적 읽기, 협상하기

[12기가05-01]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한다.

주제 개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삶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

특히 본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적용

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학습자가 다양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서’ 교과의 창의적 독해 및

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IoT야,

정보 수집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에

피곤한 청소년을 도와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리틀비츠, 클라우드비트 및

본 프로그램은 첨단과학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

IFTTT를 교구로 사용하여 사물인터넷(IoT)을 교실에서 쉽고

하여 ‘청소년의 피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교과 연계

또한 이 과정에서 독서·과학·기술·가정 교과에서 학습한 지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실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창

식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 각 교과의 교육 과정 속 성취

의·융합 프로그램이다.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상황 제시 CO

창의적 설계 CD

감성적 체험 ET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목표

내용 목표
•사물인터넷(IoT)의 작동 방식을 말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말할 수 있다.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
과학적 원리의 응용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잠을 통해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조절되어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원리를 말할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IoT 쪽잠 용품을 공유하고
확산을 위해 발표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과정 목표
•청소년의 피로 문제에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
•피곤한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도출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IoT 쪽잠 용품’ 시제품
을 만들 수 있다.

• 피곤한 청소년이 쪽잠을 자는 상황
에 대해 공감하기

•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쪽잠 베
개 만들기 문제 정의하기

•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잠이 온다. 책
상 위에 엎드려 잠깐 잔다. 그런데 왜
한번 엎드리면 깨지를 못하는 것일
까. 오늘도 계획했던 공부량을 채우
지 못했다. 딱 필요한 만큼(피로를 풀
만큼)만 자고 깰 수 있는 방법은 없
을까? 쪽잠이 꿀잠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내기

• 크라우드 펀딩 활동으로 IoT 쪽잠
베개 피드백 주고받기 및 베개
구입하기

• 리틀비츠와 클라우드비트, IFTTT 알
아보기
•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IoT 쪽잠
용품 시제품 만들기
• 시제품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귀납적
탐구 방법 설계하기

•리틀비츠, 클라우드비트, IFTTT로 IoT 쪽잠 용품을
구현할 수 있다.
•시제품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를 결정
하여 ‘IoT 쪽잠 용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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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주요 내용
수면과
슬립테크
(sleep-tech)

1

사용자
공감하기와
문제 정의
하기

2

3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 청소년의 피곤과 쪽잠에 대해 생각해보기
- 수면 용품 속 과학기술을 이해하기
- 사물인터넷(IoT) 이해하기

- 청소년 시기에 잠이 주는 유익에 대해 과학적
으로 알기
- 사용자 공감하기

과목

사물인터넷(IoT)의 작동 방식을 알고,
IoT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말할 수 있다.

피곤한 청소년의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

기술·가정
- 판매 중인 IoT 수면 용품 알아보기
아이디어
도출하기

-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내기  
- IoT 쪽잠 용품 피드백하기

시제품
만들기

- IoT 쪽잠 용품 시제품 만들기
- IoT 쪽잠 용품 작동시키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첨단 과학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의 발달에 발맞춰 개량되거나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 최신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발표함. 사물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할 때 예리함이 돋보임.
과거와 현재의 베개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베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 문제 정의하기

- 리틀비츠로 IoT 구현하기

4

학습 목표

- 피곤한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 리틀비츠, 클라우드비트, 그리고
IFTTT로 사물인터넷(IoT)을
구현할 수 있다.

도출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IoT 쪽잠
용품’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기술 혁신과 창의 공학 설계의 관계를 이해하고,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을 구상하여 설계할 수 있음.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능력이 뛰어남. 공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
감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공감할 수 있음. IoT의 원리를 이해하고 리틀비츠를 활용하여 간
단한 IoT 제품을 만들 수 있음. IoT 쪽잠 용품을 구상하는 활동에서 적절하면서도 참신한 모양으로 제품을
디자인하여 모둠원의 관심을 얻음. IoT 쪽잠 베게 만들기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
디어를 제시하고 협력해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정한 후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이 향
상됨. 모둠원의 모델링 작업을 도와주고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등 배려심을 보임

IoT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
할 수 있음. 기술의 발달로 생성 및 소멸하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함

(다른 단원 진도를 나가는 동안 IoT 쪽잠 용품 시제품 완성하기)

5

피드백과 크라우드
펀딩하기

- 피드백 주고받기
- IoT 쪽잠 용품 크라우드 펀딩하기

과학의 개념을 적용하여 IoT 쪽잠 용품을 창의적으로 제작함. 청소년의 피로를 해결하는 IoT 쪽잠 용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는 쪽잠 용품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였음.
기존의 쪽잠 용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쪽잠 용품을 고안하였음.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발전
시키고 구체화해가는 성실한 태도를 보임

‘IoT 쪽잠 용품’을 크라우드 펀딩
활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과학탐구실험

귀납적 탐구법의 한계를 알고, 귀납적 탐구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우리 모둠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분
석할 수 있음. 시제품으로 만든 IoT 쪽잠 용품이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음. 모둠에서 개발한 IoT 쪽잠 용품이 청소년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사례 관찰
→ 일반화’라는 간단한 수준의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조사하여 이끌어낸 결론이 타당함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IoT 쪽잠 용품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함. 모둠별 토의 활동에서 리
더십을 발휘하여 모둠원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토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우
수함. 토의 활동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 적극적으로 제안함. 발표 준비를 잘하였고, 발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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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1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차시
생명과학Ⅰ

수면과 슬립테크(sleep-tech)

잠이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음

수업의 흐름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

사물인터넷(IoT)이라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
보의 객관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이해함

1

독서

청소년의 피곤과
쪽잠에 대해
생각해보기

12%
4%
초등학생

IoT 수면 용품에 관한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음

국어

협상의 성격을 이해하며, 크라우딩 펀딩을 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의사 결정을 함

43.9%

출처 : 교육부,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중학생

고등학생

딱 필요한 만큼만 자고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

수면 용품 속
과학기술
이해하기

‘기절베개’부터 ‘IoT베개’까지… ‘베개의 진화’, 한국경제, 2018.04.10,
http://news.hankyung.com/article/read/2018041045911

슬립테크(sleep-tech),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에 대하여 알기

베개가 첨단 과학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접목되면서 어떤 첨단 기기로 발달했는지 정리하기

3

사물인터넷
(IoT)
이해하기

IoT
정의

IoT
구조

IoT
특징

IoT에 대해 이해하기 & 다양한 IoT 사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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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수면과 슬립테크(sleep-tech), 사물인터넷(IoT) 알아보기

차시

1/5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수면과 과학기술

기술

▶▶아래의 수면 용품이 철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단원

학습 목표

첨단 기술(IoT)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사용자
특성

사물인터넷(IoT)의 작동 방식을 알고, IoT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말할 수 있다.
상황 제시

피곤을 쪽잠으로 해결하고 싶은 청소년들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청소년을 위한 쪽잠 용품 탐색하기

감성적 체험

-

제품
작동
원리

준거

교사

참고 자료, 다양한 IoT 제품 사례들

학생

학생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센서가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

10′

→ 적합한 백색소음을
들려줌
→ 잠을 잘 수 있도록
함

‘슬립테크’부터 ‘수면카페’까지…일상 바꾸는 수면 산업,
KBS 뉴스, 2018.08.13, http://news.kbs.co.kr/news/
view.do?ncd=4023732

준비물

학습 단계

주변의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용자를 위한 모자형
슬립테크 수면 용품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 수면 용품에 어떤 ‘과학기술’이 들어 있을까?

준비물
학생 활동지

- 이 수면 용품은 철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철수와 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대표적인 수면 용품인 베개가 단순 베개에서 첨단 기기
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읽고, 베개가 사물인
터넷(IoT)이라는 기술과 접목되면서 어떤 첨단 기기로
진화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도입

5′
요즘 너무 피곤하다. 수업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자기주도학습 시간에는
아예 비몽사몽이다. 공부해야 하는데… 졸립다. 아~ 잠이 온다. 오늘도
어김없이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잔다. 그런데 한번 엎드리면 깨지 못하고
계속 잔다. 그리고 깨고 나서도 여전히 피곤하다. 학교에서 틈틈이 피곤을
풀어야 하는 우리…….
- 딱 필요한 만큼만 자고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쪽잠이 보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참고
다양한 쪽잠 사진

15′

‘기절베개’ 부터 ‘IoT베개’까지… ‘베개의 진화’, 한국경제,
2018.04.10, http://news.hankyung.com/article/
read/2018041045911

- 과거와 현재의 베개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베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쪽잠* 짧은 틈을 타서 불편하게 자는 잠

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EX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났더니 어깨가 뻐근하다.

184 고등학교 1편

5. IoT야, 피곤한 청소년을 도와줘,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185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신조어인 슬립테크(sleep-tech), 슬리포노믹스(sleepotip 학생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다양한

nomics) 알기

자료를 찾아 수업에 활용한다. 어떤 필요로 이런 제품이 탄생 했는
지를 추측하고 IoT가 적용된 프로세서를 역으로 탐색해보도록 한다.
슬립테크(sleep-tech)
- 수면(sleep)과 과학기술(tech)의 합성어

참고기사  역사로 점쳐보는 사물인터넷의 운명, 국제신문,

- 센서와 사물인터넷(IoT)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에 따른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해주는, 숙면을 위한 과학기술 산업
전반을 의미함

2018.04.23

전개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 수면(sleep)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
- 수면 관련 산업 전반을 의미함

참고영상  사물인터넷, MBC 다큐프라임, 2016.01.13

참고기사  “IoT 기술 발전으로 침대의 지능화 급진전, 테크 M”

전개

수업 정리 및 소감 공유

사물인터넷(IoT)

▶▶수업을 정리하고, 소감 및 질문 공유하기

▶▶글을 읽고, IoT에 대해 이해하기
1. 어떻게 작동할까?
2. 이것의 쓰임새는?
3. 어떤 기술들이 합쳐졌을까?
4. 왜 만들어졌을까?
5. 사물인터넷(IoT)이 개인과 사회에 끼친 영향은?
6. 이후 사물인터넷(IoT)은 어떻게 바뀔까?

▶▶다양한 IoT 사례를 통해 IoT에 대해 이해하기
tip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이면 학생

15′

준비물
학생 활동지
참고 자료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피곤과 쪽잠에 대해 공감하고 수면 용품에
활용된 과학기술과 사물인터넷(IoT)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 더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

5′

▶▶차시 예고 :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청소년을 위한
쪽잠 용품을 개발하여 봅시다.
- 아래와 같이 디자인 싱킹에 따른 프로젝트 활동 단계를 미리
안내한다.

이 자기주도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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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1차시-1

학생 활동지

‘IoT야, 피곤한 청소년을 도와줘’ 프로젝트

수면 용품 속 과학기술
이해하기

1 수면과 슬립테크(sleep-tech) 알기
차
시 - 사물인터넷(IoT) 알아보기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2
차
시

➊

사용자
공감하기

IoT를 활용하여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가

브레인스토밍
하기

➋

문제
정의하기

IoT를 활용하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정보 탐색하기

이 활동을 하면

수면 용품 속 첨단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 컴퓨터

- 피곤한 청소년이 쪽잠을 자는 상황에 공감하기
-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쪽잠 용품 만들기 문제 정의하기

✚ 아래의 수면 용품이 철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리
3
차
시

4
차
시

➌

아이디어
도출하기

문제 해결을 위해 IoT를
활용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리틀비츠
활용하기

-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내기
- 리틀비츠와 클라우드비트, IFTTT 알아보기

➍

시제품
만들기

IoT 활용 아이디어를
리틀비츠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➎

피드백 &
수정하기

IoT 활용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

제품
작동 원리

리틀비츠
(with 클라우드비트
& IFTTT
활용하기)

-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IoT 쪽잠 용품 시제품 만들기

5
차
시

사용자
특성

주변의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용자를 위한 모자형 슬
립테크 수면 용품
센서가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
→ 적합한 백색소음을 들려줌
→ 잠을 잘 수 있도록 함

‘슬립테크’부터 ‘수면카페’까지…일상 바꾸는 수면 산업,
KBS 뉴스, 2018.08.13

정보탐색하기

- 크라우드 펀딩 활동으로 IoT 쪽잠 베개 피드백 & 구입하기

(1) 수면 용품에 어떤 ‘과학기술’이 들어 있나요.

수면 용품에는 주변 소음을 줄이는 대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소리를 들려주는 기술이 들어 있다.

(2) 이 수면 용품은 철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알람 기능이 있다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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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용품인 베개는 단순 베개에서 첨단 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읽
고, 베개가 사물인터넷(IoT)이라는 기술과 접목하면서 어떤 첨단 기기로 진화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1차시-2

학생 활동지

사물인터넷(IoT)
이해하기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절베개’ 부터 ‘IoT베개’까지… ‘베개의 진화’, 한국경제, 2018.04.10

- 자세를 교정해주는 기능성 베개
- 사물인터넷(IoT)이 결합된 자동 높이조절 베개
- 코 고는 습관을 막아주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베개

이 활동을 하면

사물인터넷(IoT)의 정의와 특징을 알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사물인터넷(IoT)관련 글이나 기사

✚ [1~5] 다음 글을 읽고, IoT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사물에 센서와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정보
를 수집하고 제어·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사물
인터넷은 단어의 뜻 그대로 ‘사물들(things)’이 ‘서로 연결된(Internet)’ 것 혹은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한다.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었던
기존의 인터넷과 달리, 사물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애완견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연
결되는 대상이 책상이나 자동차처럼 단순히 유형의 사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교실, 커피숍, 버스정류장 등 공간은 물론 상점의 결제 프로세스 등 무형의 사물
까지도 포함한다.

감지(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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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물인터넷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물인터넷은 사람의 도움 없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끼리 서로 알아서 정
보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눈다. 즉 사람의 개입 없이 ‘입력(사물에 부착된 센서)-제
어(사전에 설계된 프로그래밍)-출력(사물에 장착된 동작 장치)’이 계속 순환하는
구조이다. 사람의 입력 대신에 사물에 부착된 센서가 기능해 사물들끼리 알아서

예) 사물에 센서와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속닥속닥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가 찾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원
하는 무언가를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알아서 찾아준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
에 넣어주는 방식, 즉 ‘푸시(push)’방식이다. 이전에는 필요한 정보를 내가 찾아
야 했다면 이제는 주변의 사물이 나에게 조언하고 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

▶ 2. 사물인터넷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점이다. 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는 주변의 사물들이 지
능형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사물인터넷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애완견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
두 가지 이상의 사물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개별적인 사물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을 제공

서로 연결되어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표면적인 정의는 사물, 사람, 장소, 프로세스 등 유·무형의 사물들
이 연결된 것을 의미하지만, 본질은 이러한 사물들이 연결되어 진일보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사물들이 서로 연결됨으로
써 개별적인 사물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침대와 실내등이 연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실내등을 켜거나 꺼야 했지만,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침대가 사람이 자
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한 후 자동으로 실내등이 켜지거나 꺼지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사물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듯 움직여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기능들을

▶ 3. 사물인터넷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예) 사람의 개입 없이 입력(사물에 부착된 센서)-제어(사전에 설계된 프로그래밍)-출력(사물에
장착된 동작 장치)이 계속 순환하는 구조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편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침대나 실내등과 같은 현실 세계
에 존재하는 유형의 사물들을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
들어줘야 한다. 그런 후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상의 어딘가에 ‘사람이 잠들면 실
내등을 끈다’거나 혹은 ‘사람이 깨어나면 실내등을 켠다’와 같은 설정을 미리 해

▶ 4. 자신이 알고 있는 사물인터넷 사례를 말해봅시다.

놓으면 새로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 스마트 공기청정기, 보일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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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영역 모의 고사 기출문제) 5.다음은 사물인터넷에 관한 작문 계획과 초고이다. 아래 <보기>
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Ⅰ. 통계 자료
[작문 계획]

1. 국내 사물인터넷 상품 가입 수

2.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2016년)

•처음 - 사물인터넷의 개념
•중간 - 사물인터넷의 경제적 가치
-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의 현황

만(개)

135
120

600

-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의 활성화 방안
•끝

- 사물인터넷의 의의와 기대효과

500
400

[초고]
300

4

최근 사물인터넷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물인

우리나라

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에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2014년

2015년

2016년

일본

독일
(단위 : 조 원)

통계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 14조 4,000억 달러,
공공 부문 4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산업은 국가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선진국
들은 에너지, 교통,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사물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의 기업들은 사물인터넷 시장의 불확실
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은 선진국
에 비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정부에서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

Ⅱ. 전문가 인터뷰
“사물인터넷 산업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헬스 케어, 물류, 금융, 농
업 등 적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분야입니다. 2020년까지 국내 시
장 규모만 따져도 22조 원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물인터
넷과 관련된 기술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각 기업의 제품끼리 호환되지 않
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사물인터넷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산업이 활성
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Ⅲ. 신문 기사

하고, 관련 기업에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익성이 불투명하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시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을

고 느끼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사물인터넷 산업이 발전할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 및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바르셀로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동 통신 기술 및 차세대 빅 데이터 기

시는 연간 전력소비량의 30%를 절감하고, 주차 요금으로 연간 600억 원 이상

술 개발에 집중하여 사물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원활하

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세상을 연결하여 소통하게 하는 끈이다. 이런 사물인터넷은 우리
에게 편리한 삶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미래 산업으로 자
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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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Ⅰ-1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참고 자료

다양한 IoT 제품들

➋ Ⅰ-2를 활용하여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➌ Ⅱ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기술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을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로 추가한다.

∷IoT 보일러

➍ Ⅰ-2와 Ⅲ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선진국들의 투자가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➎ Ⅱ와 Ⅲ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산업이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정답 ➍)
[출처 : 2017년 9월 고2 국어영역 모의고사]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CBR1gLUvYVQ]

∷웨이 웨어러블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vMooFK7lT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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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2

- 공감하기 & 문제 정의하기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 피곤한 청소년이 쪽잠을 자는 상황을 공감하기
학습 주제

과목
활동명

주요 내용
잠을 자지 못했을 때

단원

2/5

국어
국어(1. 대안 탐색 & 의사 결정하기)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잠을 잘 잤을 때

학습 목표

피곤한 청소년의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청소년의
잠과
그 유익
이해하기

1

차시

정의하기

수업의 흐름

흐름

• ○○○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쪽잠 용품 만들기 문제

-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 사용자를 공감하고 어떤 쪽잠 용품을 개발할지 문제 정의하기

감성적 체험

-

준거

잠 관리의 필요 및 잠의 유익에 대해 공감하기

교사

참고 자료

학생

학생 활동지, 이젤패드, 포스트잇(노랑, 파랑)

준비물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학습 단계

나는 쪽잠을
잘 때 무엇을
사용하는가

2

사용자
공감하기
&
문제 정의하기

수능 영역별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한 24시간 생활 계획표

취미                                                       

기타 2                                                     

도입

하루 동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잠
을 자지 않거나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공부 내
용을 오래 기억할 수 없다. 본인에게 적절한 수
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파악해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잠들기 전 두 시간은 오전 11시 무렵과 상응할
만큼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이다. 영어 단어나
암기량이 많은 단원을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다.

22:00~
24:00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지 12시간 정도 지나면 몸
의 피로도는 증가하나 집중력은 낮시간 때보다
좋아진다. 이 시간에는 중요한 단원이나 영역
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18:00~
22:00

수능

24:00~
06:00
06:00~
09:00

○○○ 사용자를 위한                  쪽잠 용품의                  불편을 해결해보자.

자료 및 유의점

▶▶1. 잠 관리의 필요성 공감하기

성별                                                       

기타 1                                                     

시간(분)

청소년과 잠의 유익(why we Sleep)

나의
쪽잠 용품

습관                                                       

교수·학습 활동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인 만큼
본인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30분
에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 달성할 수 있는 목
표를 정해 집중 공부한다. 낮잠은 기억력 향상
에도 도움이 되므로 점심을 먹고 난 후 졸음이
쏟아진다면 잠깐 낮잠을 자도 된다.

12:00~
18:00

09:00~
12:00

5′

학생 활동지

신체는 잠에서 깨어난 지 3시간은 지나야 수면
관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으므
로 기상 후 바로 공부를 시작하기보다 몸이 완
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하루 중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다. 뇌가
충분한 휴식을 하고 난 후 잠에서도 완전히 깨
어난 상태이므로, 평소 취약한 영역이나 어려
웠던 단원을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

[출처 : 메가스터디]

브레인 라이팅으로 포스트잇에 적어 비주얼싱킹 서클맵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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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참고기사  ‘무슨 생각으로 학교에서 잠만 자냐고요?’, 중앙일보,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2015.12.16

나는 쪽잠을
잘 때 무엇을
사용하는가
▶▶2. 잠의 유익에 관해 공감하기

도입

잠을 자지 못했을 때

나의
쪽잠 용품
잠을 잘 잤을 때

5′

[가방]
- 가방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남

전개
관련 교육 과정

15′

[인형]
- 잠이 잘 깨지 않음
- 먼지가 잘 묻어서 세균 번식이 쉬움

고등학교 > 생명과학Ⅰ > 항상성과 건강 > 신경계 > 중추 신경계  
중학교 > 과학 > 신경계의 구성과 뇌의 구조

학생 활동지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을 만들어보자.

[나의 팔]
- 팔 저림
- 어깨가 뻐근함
- 학습지에 침이 흐름

[사용 안 함]
- 목이 뻐근함, 침이 책상에 묻음,
이미지에 타격을 입음

공감하기 방법
- 관찰하기

‘IoT야, 피곤한 청소년을 도와줘’ 프로젝트

- 인터뷰하기

tip 공감하기 단계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

- 체험하기

전개
➊ 자신의 쪽잠 용품을 떠올려보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포스

쪽잠 용품의 불편함에 공감

트잇에 적어 서클맵에 모둠별로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

하기.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시오.

할 문제가 무엇인지 범위 좁

- 문제 해결 전 문제 발견을 위한 공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IoT 쪽잠 용품 개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쪽잠
용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함

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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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문제 정의하기

성별                                                       

누구(사용자)를 위해, 어떤 쪽잠 용품을 개선하고 싶은지

취미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습관                                                       

생각해보기. 위의 정리한 것 중 모둠별로 가장 해결하고 싶

기타 1                                                     

은 쪽잠 용품 하나를 골라 정리하고, 어떤 사용자에게 가장

기타 2                                                     

필요할지 브레인스토밍을 해봅시다.

➋ 서클맵에 붙였던 포스트잇을 떼어서 <학생 활동지>에 정리
➍ 이번 프로젝트에서 모둠별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아래와

해본다.
쪽잠 포즈

쪽잠을 잘 때
무엇을 사용하는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나의 팔

팔이 저리다

같이 정리한다.

전개

tip 문제를 정의한 이후 다시 질문해보기
유의점

20′

-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다시 질문하기

-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검토하기

-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두 손목

전개

○○○ 사용자를 위한                  쪽잠 용품의                  불편을 해결하자.

- 설정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침이 흐른다

tip 문제 정의하기 단계는 진짜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
- 모호한 문제는 해결 방향도 모호하게 됨(정확한 문제 파악 →
위의 내용 중 모둠별로 가장 개선하고 싶은 쪽잠 용품 하나를 골

해결 방향 분명)

라 아래 사항을 정리한다.

쪽잠 포즈

- 공감을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가장 개선하고 싶은
쪽잠 용품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수업을 정리하고, 소감 및 질문 공유하기

쿠션 및 인형

냄새가 난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쪽잠의 유익에 대해 공감하고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중 ➊ 사용자 공감하기 ➋ 문제 정의하기 활동을
하였다.

정리

5′

▶▶차시 예고
➌ 모둠에서 선택한 위의 쪽잠 용품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개선하려고 하는 쪽잠 용품을 실제 사용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➌ 아이디어 도출하기 활
동을 하겠다고 안내한다.

할 청소년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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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학생 활동지

잠 관리의 필요성과
나의 쪽잠 경험

▶ 2. 아래 괄호를 채우면서, 잠의 유익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잠을 잘 잤을 때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건망증

이 활동을 하면

•피곤한 청소년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다.
•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필기구, 포스트잇

(

)

논리적 사고 불능

(

질병의 위협

)

(

)

✚ 잠 관리의 필요성 및 잠의 유익에 대해 공감하기
▶ 1. 아래 24시간 생활 계획표를 읽어보고, 청소년은 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어봅시다.

심장박동수
상승

(

)

수능 영역별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한 24시간 생활 계획표
잠들기 전 두 시간은 오전 11
시 무렵과 상응할 만큼 집중
력이 높은 시간대이다. 영어
단어나 암기량이 많은 단원
을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다.

하루 동안 아무리 공부를 열
심히 했더라도 잠을 자지 않
거나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공부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없다. 본인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파악
해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
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22:00~
24:00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지 12시
간 정도 지나면 몸의 피로도
는 증가하나 집중력은 낮시
간 때보다 좋아진다. 이 시간
에는 중요한 단원이나 영역
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18:00~
22:00

낮잠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
이 되므로 점심을 먹고 난 후
졸음이 쏟아진다면 잠깐 낮잠
을 자도 된다.

24:00~
06:00
06:00~
09:00

12:00~
18:00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
지는 시간대인 만큼 본인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 위
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 달성할 수 있는 목
표를 정해 집중 공부한다.

수능

09:00~
12:00

근육 떨림

(

)

신체는 잠에서 깨어난 지 3
시간은 지나야 수면 관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집중
할 수 있으므로 기상 후 바로
공부를 시작하기보다 몸이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가
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하루 중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다. 뇌가 충분한 휴식
을 하고 난 후 잠에서도 완전
히 깨어난 상태이므로, 평소 취
약한 영역이나 어려웠던 단원
을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
[출처: 메가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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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쪽잠 경험 이야기하기
[1 - 4]의 활동을 통해 각자가 경험한 쪽잠 용품의 불편함 중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

▶ 2. 서클맵에 붙였던 포스트잇을 떼내 이곳에 정리해봅시다.
쪽잠 포즈

쪽잠을 잘 때 무엇을 사용하는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제를 선택하여봅시다.
모둠원 1

▶ 1. 자신의 쪽잠 용품을 떠올려보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비주얼싱킹 서클맵에 붙여봅시다.

가방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남

쪽잠 포즈
(사진 또는 그림)

모둠원 2

팔 저림
어꺠가 뻐근함

쪽잠 포즈
(사진 또는 그림)

모둠원 3

잠이 잘 깨지 않음
먼지가 잘 묻어서 세균 번식이 쉬움

쪽잠 포즈
(사진 또는 그림)

모둠원 4
쪽잠 포즈
(사진 또는 그림)

위의 내용 중 가장 개선하고 싶은 쪽잠 용품 하나를 골라 포스트잇을 떼어서 아래 표에
다시 붙여봅시다.
쪽잠 포즈

쪽잠 포즈
(사진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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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개선하고 싶은 쪽잠 용품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먼지가 잘 안 묻고
세균 번식이 잘 안 되는 재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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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둠에서 선택한 위의 쪽잠 용품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개선하려고 하
는 쪽잠 용품을 실제 사용할 청소년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참고 자료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참고 영상

‘10대 성장 보고서-1부 사춘기 수면일기_수면습관 개선프로젝트’, EBS 다큐프라임,
http://m.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529_00051

‘10대 성장 보고서-1부 사춘기 수면일기_수면 시간과 학습과의 관계’, EBS 다큐프라임,
http://m.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529_00045

성별
취미

‘우리는 왜 잠을 자는가?’, 허핑턴포스트, 2016.02.05,
https://www.youtube.com/watch?v=-VOXEdgsaxE

습관
기타 1

‘잠을 자는 이유는? 뇌 속 독소 제거’, YTN 사이언스, 2013.10.23,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
hcd=&key=201310231109157615

기타 2

▶ 4. 모둠별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아래의 한 문장으로 만들어봅시다.

위 사용자를 위한

쪽잠 용품의

∷참고 사이트

불편을 해결해보자.

‘잠은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는 과정’_쥐실험, 사이언스온, 2013.10.22,
http://scienceon.hani.co.kr/126206

‘잠은 문제 해결의 마법사’, 과학동아, 2004년 04호,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0404N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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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기사

차시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 아이디어 도출하기 & 피드백하기

‘하루 8시간 자야 기억력 좋아져’, 매일경제, 2018.09.0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55059

수업의 흐름

∷참고 도서

흐름

- 아리아나 허핑턴, 정준희 역, 『수면혁명』, 민음사, 2016
- 한진규, 『수면밸런스』, 다산라이프, 2016

1

활동명

현재 판매 중인
IoT 수면용품
알아보기

주요 내용

· 바흐 801 스마트 모션 베드

· 지크(Zeeq) 베개

· LG U+ IoT 숙면 알리미

· 지오스마트 필로우

· 에몬스 E모션 매트리스

① 어떤 사용자를 위한 IoT 수면용품인지 알아보기
② 각 IoT 수면용품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기

사용자를 위한

2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내기
&
피드백하기

쪽잠 용품의

불편을 해결해보자.

누구를 위한 IoT 쪽잠 용품인가요?

시제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 IoT 쪽잠 용품인
가요?

- 언제(시간)
- 어디서(장소)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그림과 글로
정리해봅시다.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설계하기

3

리틀비츠로
IoT 구현하기

리틀비츠 & 클라우드비트 & IFTTT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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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단원

학습 목표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내기

차시

3/5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① 각 제품은 어떤 사용자를 위한 IoT 수면용품인가
② 각 IoT 수면용품의 특징과 구조

과학탐구실험

tip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정보 검색]

과학탐구실험(생활 속의 과학 탐구)

모둠원이 한 개씩 제품을 맡아 ①, ②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 피곤한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참고기사 1

• 리틀비츠, 클라우드비트, IFTTT로 사물인터넷(IoT)을 구현할 수 있다.
상황 제시

교수·학습 활동

‘LG U+ 건강한 잠자리 돕는 ‘IoT 숙면 알리미’ 선보

여’, 파이낸셜뉴스, 2018.07.16, http://www.fnnews.com/
news/201807151716597579

-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내기

감성적 체험

-

준거

교사

참고 자료

학생

학생 활동지, 리틀비츠(클라우드비트, IFTTT) 교구

도입

준비물

참고기사 2

‘침대 누우면 조명 꺼주고 수면 체크…IoT 가구뜬

다’, 한국경제, 2018.08.2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088131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아래 영상을 시청하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필로우 토크
(Pillow Talk,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느끼는 베개)

참고 사이트 스마트 베개 ‘Sunrise Smart Pillow’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615614

- 누구를 위한 제품인가요?
- 어떤 기능이 있나요?
- 제품명이 적절한가요?
- 그 기능은 어떤 면에서 IoT라고 할 수 있나요?

도입

Pillow Talk, Joanna Montgomery, 2011.07.12,
https://www.youtube.com/watch?v=teivc8Q-oSA

&memberNo=36238167&mainMenu=CARGAME

5′

학생 활동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된 IoT 수면용품으로 동기 유발하기
현재 판매되고 있는 IoT 수면용품들을 검색하여봅시다.
· 바흐 801 스마트 모션 베드 · 지크(Zeeq) 베개
· LG U+ IoT 숙면 알리미

· 지오스마트 필로우  

전개

‘IoT야, 피곤한 청소년을 도와줘’ 프로젝트

· 에몬스 E모션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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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 본 차시에서는 학생들에게 클라우드비트과 IFTTT를 소개해 학

▶▶지난 시간에 도출했던 ‘문제 정의하기’ 내용 환기하기

생들이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번
○○ 사용자를 위한                 쪽잠 용품의                 불편을 해결해보자.

  

차시에서 리틀비츠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표현하기보다는
다음 학습활동을 위해 연결 및 작동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으로 활용한다.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설계하기
누구를 위한

(예시 질문)

IoT 쪽잠 용품인가요?

· 우리 모둠 설계에 대해 친구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시제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친구들의 의견 중 우리 모둠의 설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  

- 언제(시간)

IoT 쪽잠 용품인가요?

- 어디서(장소)

의견을 정리한다면?
· 친구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면?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그림과 글로 정리해봅시다.

리틀비츠(little Bits)

전원장치(파랑)
사용하는

입력장치(분홍)

리틀비츠 모듈은 무엇인가요?

출력장치(연두)

전개

▶▶리틀비츠에 대해 알아보기
리틀비츠
10′

연결장치(주황)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
여 작동하는 쪽잠 용품인가요?

전개
- 레고처럼 블록 연결하듯 전자회로를
간단히 구성

IF

THAN

- 생활 속 다양한 물건을 인터넷과 연결

(IFTTT)

리틀비츠 기본 구성
tip  장소, 시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쪽잠을 잘 때 불편한 점을 찾
10′

아 아이디어 내기
파워모듈

입력모듈

출력모듈

참고 자료

연결모듈

tip  아이디어 설계 관련
- 모둠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의 쪽잠 용품이 지닌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창의적 설계 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연습] 리틀비츠 모듈을 연결해서 1~4의 회로를 구성하기
1  켰다 껐다 하는 불 만들기   

3  보라색 불빛 만들기

2  맴맴맴맴맴 소리 나게 만들기

4  흰색 불빛 만들기

* 이 지도안은 리틀비츠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로 IoT를 구현
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만약 리틀비츠를 사용하지 않는다
면 파란색 부분만 설계하면 된다.

tip

리틀비츠 회로를 연결해보면서 IoT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착오를 반복해도 자신감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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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도구의 인간, http://www.doguin.com/#!cloudbit/c8ku
tip

리틀비츠 매뉴얼 http://www.doguin.com/#!littleBits-한국

어-메뉴얼/c16hy/BAF99508-2880-40C4-8C4B-6F0BFFDE7F00

참고 자료

참고기사

리틀비츠 https://smartstore.naver.com/doguin

클라우드비트(Cloud Bit) & IFTTT
자동수행명령어

▶▶ 클라우드비트

(ifthisthenthat)

- 클라우드비트과 함께 사용할 때 좋은 애플리케이션 중의 하나
인 IFTTT는 스마트폰에서 작동되는 기능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 IFTTT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전개

전개
만약(if) this를 하면

- 클라우드비트는 리틀비츠의 한 종류로 인터넷과 연결된다는

그 다음엔(then) that한다.

점이 다른 비츠와 다른 점이다. 클라우드비트를 이용하여 실제
로 프로토타입(시제품) IoT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
- 세 가지 연결방식
① 비트(bit) to 웹(web) : 웹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와의 소통을
위한 하드웨어 이용. 버튼이나 모션센서로 SMS 문자나 트
윗 같은 웹 활동을 작동시키고, 센서 데이터는 스프레드시

여기서 this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인
트리거(trigger) 역할

10′

(예) IFTTT 레시피들

10′

트 등에 기록됨
② 웹(web) to 비트(bit) : 웹상의 이벤트를 클라우드비트으로
전달.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트위터의 팔로워가 벨소리나
신호음을 작동시키는 방식
③ 비트(bit) to 비트(bit) : 기기와 기기 간의 소통.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비트을 거리에 상관없이 ‘연결’하여 소통
- 클라우드비트의 경우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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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진을 드롭막스로 옮겨줘
INTRODUCING:

야 한다. 무선인터넷 사용 관련해서는 기관 정보담당자에게 문

The littleBits cloudBit, littleBits Electronics, 2014.07.23,

의할 수 있도록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wyruLKVr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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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3차시

학생 활동지

사물인터넷(IoT)
이해하기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 클라우드비트에 연결된 LED에 불이 켜지게 해본다. 출력으로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리틀비츠를 검색하여 선택한다.

이 활동을 하면

• 사물인터넷을 이해할 수 있다.
• 리틀비츠, 클라우드비트, IFTTT로 사물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리틀비츠(클라우드비트, IFTTT) 교구

tip 클라우드비트와 IFTTT 사용 시 유의사항
- 클라우드비트 사용법 및 IFTTT 사용법을 확인해보고 직접 해
본다. 클라우드비트의 경우 무선인터넷이 지원되는 환경에서
진행해야 한다. IFTTT의 경우 태블릿 PC가 없어도 스마트폰에

전개

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 클라우드비트, IFTT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만들어야

✚ 사물인터넷 이해하기

하므로 관련된 정보(이메일, 비밀번호)를 학생들이 사전에 알

▶ 아래 검색어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수면용품들입니다. 각 제품들이 어떤 특징이 있
는지 조사하여봅시다.

아 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바흐 801 스마트 모션 베드

· 지크(Zeeq) 베개

· LG U+ IoT 숙면 알리미

· 지오스마트 필로우

· 에몬스 E모션 매트리스
[출처 : 도구의 인간

[출처 : CNET KOREA

[출처 : 도구의 인간

http://www.doguin.

https://www.

http://www.doguin.

com/#!cloudbit/c8ku]

youtube.com/

com/#!cloudbit/c8ku]

watch?v=TPg8fxIflMA]

▶ 수업을 정리하고, 소감 및 질문 공유하기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IoT 수면용품을 찾아보고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중 ➌ 아이디어 도출하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리

5′

▶ 차시 예고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➍ 시제품 만들기를 할
것이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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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

✚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내기

누구를 위한
IoT 쪽잠 용품인가요?

(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 시제품 만들기

팔을 베고 자는 사람 )을/를 위한 IoT 쪽잠 용품
수업의 흐름

시제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Unpuralize 베개
흐름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
IoT 쪽잠 용품인가요?

사용하는
리틀비츠 모듈은
무엇인가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쪽잠 용품인가요?
(IFTTT)

활동명

주요 내용

- 언제(시간)
- 어디서(장소)

전원장치(파랑)

배터리

입력장치(분홍)

Cladbit. 압력센서

출력장치(연두)

전동모터

연결장치(주황)

라이트

1

- 모둠별로 아이디어 시연하기
- 갤러리 워크 활동으로 구매자의 의견 수렴
- 프로토타입 발전에 필요한 의견 선택

크라우드
펀딩하기

구매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수정·보완하기

IoT 쪽잠 용품

IF

THAN

Time + Date

Littlebit c

2

IoT 쪽잠 용품
시제품 만들기

모둠에서 선택한 쪽잠 용품

예) 알람시계 기능이 있는 폭신한 진동 쪽잠 베개

수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oT 쪽잠 용품 시제품 만들기

1. 클라우드비트로 시간을 조정하고 팔에 장착하고 잔다.
2. 시간이 되면 라이트에 불이 켜지면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한다.
3. 잠이 깨면 입력장치를 눌러 진동을 멈추고 전원을 끈다.

반복하기

생각

IoT 쪽잠 용품
작동시키기

만 들어

3

하기

공감하기

보기

로
운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그림과 글로
정리해 봅시다.

새

의도한 대로 작품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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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단원

학습 목표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시제품 만들기

자료 및 유의점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4/5

기술·가정(Ⅳ. 기술 혁신과 개발 1. 기술 혁신을 여는 창의 공학 설계)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 도출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IoT 쪽잠 용품’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 시제품의 효능을 알 수 있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STEAM
창의적 설계

준거
감성적 체험
교사
준비물
학생

학습 단계

시간(분)

기술·가정

상황 제시

교수 학습

차시

교수·학습 활동

-

도입

•청소년의 피곤을 해결하는 IoT 쪽잠 용품 시제품 만들기
•시제품의 효능을 알 수 있는 귀납적 탐구 방법 설계하기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은 ‘이런 것을 만들고 싶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호소하고,
그것에 공감한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얻는 방법이다.
시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자가 구매자에게 시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알려준다. 또한 개발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제작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호작용, 즉 서로의 연결된 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
제조자 측에서 보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제품에 대한 공감과 재미, 그리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응원하는 구조이다.

참고 자료
* 틴틴 경제 ‘크라우드펀딩이 뭔가요’, 중앙일보, 2015.09.16,

학생 활동지, 만들기 재료들(리틀비츠를 포함하여 뽁뽁이, 솜, 스카치테이프, 스테이

http://news.joins.com/article/18673897

플러, 부직포, 골판지, 고무줄, 젓가락, 컵, 플라스틱 컵, 종이접시, 화장지 심지 등)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IoT 쪽잠 용품  
지난 시간 활동 내용 공지 :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청소

구매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년의 피곤을 풀어주는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도출하였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수정·보완하기

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입

수정 보완한 후 ‘IoT 쪽잠 용품’ 시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아

5′

전개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수정 및 보완하기

 학생 활동지

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볼 때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나
올 수 있습니다. 창의성 향상을 위해 도구의 인간, 즉 메이
커(maker)가 되어봅시다.”

tip 시제품 제작 전 아이디어 정교화하기 및 수정하기 단계
- 각 모둠은 서로 제작자와 구매자가 되어 서로 피드백 해주기
- 구매자 의견을 통한 아이디어 개선할 점 파악하기
(예)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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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tip

IoT 쪽잠 용품 시제품 만들기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귀납적 탐구 활동은 실제 작동하는 IoT 쪽잠 용품이어야 한

다는 전제가 필요함

수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oT 쪽잠 용품 시제품 만들기
IoT를 구현하는 교구(리틀비츠 등)를 사용하여 실제로 작
모둠에서
선택한
쪽잠 용품

동하는 시제품이라면, 귀납적 탐구 방법을 통해 모둠에서
만든 시제품에 대해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좋다.

IoT 쪽잠 용품

사용자 관찰하기

모둠에서 만든 IoT 쪽잠 시제품의 특징을
살려 기간을 정하고, 하루 ○회 사용하도록
하기

사용 소감 모으기

체크리스트 형태로 몸의 반응을 사전·사후
로 살피기

일반화하기

사용자의 ○○ 요구에 ○○ IoT 조합이 적
절함

 참고 자료

뽁뽁이, 솜, 스카치테이프, 스테이플러, 부직포, 골판지, 고무줄, 젓가락, 컵,
플라스틱 컵, 종이접시, 화장지 심지 등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기

20′

 시제품(프로토타입)이란 :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성능을
파악하고 더 나은 품질을 만들
기 위해 제작하는 시험 제품

전개

tip 시제품 제작 시 유의사항

전개

20′

- 자신이 실제 사용하는 쪽잠 용품을 IoT로 개선하도록 한다.
- 시제품의 완성도가 올라가면 크라우드펀딩의 시각적 매력도 높아
져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 학생들이 완벽하게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아이디어만 구현하

tip

관찰한 것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하

는 과정이다. 따라서 최대한 많이 관찰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는 단계임을 주의시킨다.
- 모둠별로 활동 시간이 다르기에 활동 시간이 부족한 모둠이, 수업

tip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해가

후 활동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필요 물품 등을 배려하

는 성실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귀납적 탐구를 통해 그 결

여 준비해줄 수 있도록 한다.

과를 시제품 수정·보완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 다양한 재료들을 제공하면 좋다(칼, 가위 등 날카로운 재료와 도구
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함).

1차시

2~4차시
청소년을 위한

수면과
슬립테크

tip

수업 시간에 만든 IoT 쪽잠 용품을 휴식시간에 실제로 사용

해보고, 다음 수업 시간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5차시

탐구하기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IoT 쪽잠 용품 작동시키기
- 의도한 대로 작품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기

귀납적

➊ 사용자 공감하기
➋ 문제 정의하기
➌ 아이디어 도출하기
➍ 시제품 만들기
➎ 피드백 & 수정하기

다른 단원의
진도를 나가면서
5차시 수업과
거리를 두고
IoT 쪽잠 용품의
성능에 대해
귀납적 탐구하기

크라우드
펀딩하기

- 사용해보았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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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４차시

학생 활동지

▶ 수업을 정리하고, 소감 및 질문 공유하기

우리 모둠의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중 ➍ 시제품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리

5′

▶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➎ 피드백 &
수정하기를 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활동으로 제작자에게 피드백을
하고, 나에게 필요한 IoT 쪽잠 베개를 구입하여봅시다.

이 활동을 하면

모둠별로 제작한 IoT 쪽잠 용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IoT 쪽잠 용품(시제품)

✚ 구매자의 입장에서 우리 모둠의 아이디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부탁합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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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５
차시

시범적용 수업 학생 산출물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피드백 & 크라우드 펀딩하기

수업의 흐름
엎드려 자도 숨을 쉴 수 있는
도넛 모양 베개

엎드려 잘 때 숨을 쉴 수 있고
베개 사이에 팔을 끼워 넣으면 팔베개로도
쓸 수 있는 쿠션

(IoT 기능 : 일정한 시간이 되면 IFTTT(알람 애플
리케이션 → 리틀비츠 애플리케이션 연동)와 클
라우드비트가 이용해 잠을 깨워줌)

(IoT 기능 : 일정한 시간이 되면 IFTTT(알람 애
플리케이션 → 리틀비츠 애플리케이션 연동)와
클라우드비트가 이용해 잠을 깨워줌)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제작자 (발표하는 모둠)

· 누구를 위한 제품인가요?
· 언제, 어디서 사용되나요?
· 어떤 IoT 기능인가요?
·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 위의 질문에 대해 2분 발표하기

IoT 진동 라이언 베개

(IoT 기능 : 기본 베개에 진동 기능을 장착해, 독
서실이나 교실 등 조용한 곳에서 쪽잠을 자고
원하는 시간에 깰 수 있음. 일정한 시간이 되면
IFTTT(알람 애플리케이션 → 리틀비츠 애플리케이
션 연동)와 클라우드비트가 이용해 잠을 깨워줌)

빛을 가려서 숙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자가 달린 목 베개

1

구매자 (듣는 모둠)

칭찬할 점
또는
개선할 점

· 독창성(새로움)
· 성실성(노력)
· 실용성(편리함)
· 협동심(서로 도움)

- 칭찬과 개선할 점에 대해 쓰기

IoT 쪽잠 용품

➊ 당장 구입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IoT 기능 : 일정한 시간이 되면 IFTTT(알람 애
플리케이션 → 리틀비츠 애플리케이션 연동)와
클라우드비트가 이용해 잠을 깨워줌)

➋

.
을 개선한다면 구입하고 싶어요.
.

➌ 구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작자 (발표하는 모둠)

· 누구를 위한 제품인가요?
· 언제, 어디서 사용되나요?
· 어떤 IoT 기능인가요?
·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구매자 (듣는 모둠)

칭찬할 점
또는
개선할 점

· 독창성(새로움)
· 성실성(노력)
· 실용성(편리함)
· 협동심(서로 도움)

최종 구매자 모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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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IoT 쪽잠 용품 시연하기
학습 주제

크라우드 펀딩 활동으로 IoT 쪽잠 용품 피드백하기

차시

5/5
- 모둠별로 수정·보완한 시제품 시연하기

과목

과학탐구실험

도입
단원

학습 목표

과학탐구실험(첨단 과학기술 산출물 발표 및 홍보하기)

- 갤러리 워크 활동으로 구매자 의견 수렴
- 프로토타입 발전에 필요한 의견 선택
- 기존 프로토타입 수정 및 보완하기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 각 모둠은 제작자와 구매자가 되어 서로 피드백을 해준다.

• 개발한 IoT 쪽잠 용품에 대해 발표하고 홍보할 수 있다.  
•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IoT 쪽잠 용품  

상황 제시

-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

IoT 쪽잠 용품 체험 및 피드백하기, 크라우드 펀딩 활동하기

STEAM
교수 학습

- 최종 구매자 모집하기 -

준거

교사

플리커 카드

학생

학생 활동지

(  ) 모둠의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준비물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나에게 필요한 ‘IoT 쪽잠 용품’을 찾아라

시간(분)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 발표하기 및 피드백하기

자료 및 유의점

- 도출한 아이디어의 제작자가 되어 다른 모둠으로부터 피드백
받기  

아래 영상을 시청하고 잠의 중요성 인식하기

전개

▶▶1. 각 모둠이 서로 제작자와 구매자가 되어 IoT 쪽잠 용품

15′

 학생 활동지

을 소개하고 피드백 주고받기
 활동에 도움이 되는 PPT 자

우리 모둠의 ○○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료는 STEAM 사이트(https://
steam.kofac.re.kr)에서 파일로

도입

5′

제작자 (발표하는 모둠)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를 위한 제품인가요?
· 언제, 어디서 사용되나요?

[영상 출처 : ‘비틀즈 명곡도 잠결에…’, YTN science,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coRmlnBnG7Y]

· 어떤 IoT 기능인가요?
·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위의 질문에 대해 2분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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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듣는 모둠)

칭찬할 점
또는
개선할 점

· 독창성(새로움)
· 성실성(노력)
· 실용성(편리함)
· 협동심(서로 도움)

칭찬할 점과 개선할 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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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2.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 모둠의 생각
➊ 당장 구입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
➋                                                       을 개선한다면 구입하고 싶어요.
‘불면증 잡은
천재’, 헤럴드경제,
2016.06.10,

➌ 구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

제작자 (발표하는 모둠)

· 누구를 위한 제품인가요?
· 언제, 어디서 사용되나요?
· 어떤 IoT 기능인가요?
·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구매자 (듣는 모둠)

칭찬할 점
또는
개선할 점

숙면 보조기기 헬로 센스
(Hello Sense)

· 독창성(새로움)

http://news.her
aldcorp.com/view.
php?ud=2016
0610000260

· 성실성(노력)
· 실용성(편리함)

전개

· 협동심(서로 도움)

15′

①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② 삶의 변화가 직업 세계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까?
관련 진로 탐색하기

수면 연구 전문의, 수면 상담사, 첨단 수면용품 개발자

플리커 카드(Plickers)로 크라우드 펀딩하기
http://plickers.com

애플리케이션 다운 → Plickers

문제를 출제하고
전체적으로 관리

수업시간에 원격으로 제어

전개

tip 오늘날의 다양한 직업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변화할 수 있음
을 알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기술의 변
화에 대한 예측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기

tip 좋은 호응을 얻은 IoT 쪽잠 용품은 특허 등록에 관심을 가져
보자. 낮은 호응을 얻은 시제품은 실패박물관에 전시하고 추후 보완

10′

tip 변화된 직업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이나 커
 학생 활동지

리어넷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직업 정보가 소개된 사이트 활용하기

해보자.
- 플리커 카드 다운로드 http://www.plickers.com

IoT 쪽잠 용품으로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더 나아질까요?
변화된 삶을 상상하여봅시다. 융합 마인드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수업을 정리하고, 소감 및 질문 공유하기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전망하기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을 위한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중 ➎ 피드백 &
수정하기를 하였습니다.

5′

▶▶아래 수면용품은 타임《Time》지가 선정한 2016년 최고
의 발명품 25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 제품을 개발한 개발자
이야기를 QR코드로 읽고, ①~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봅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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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기

- 청소년을 위해 어떤 다양한 IoT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기
-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장단점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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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학생 활동지

IoT 쪽잠 용품 프로젝트

▶ 아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칭찬하거나 개선할 점을 구매자 입장에서 적어주세요.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 개발한 IoT 쪽잠 용품을 발표할 수 있다.
•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칭찬할 점과 개선할 점을 말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개발한 IoT 쪽잠 용품

✚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 우리 모둠의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누구를 위한 제품인가요?

독창성(새로움)

성실성(노력)

후드티에 추가한다는 점이
신선하다.

모든 모둠원들이 성실하게
임했던 것 같다.

실용성(편리함)

협동심(서로 도움)

팔을 넣는 부분과
숨을 쉬는 부분이 같아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

다 같이 토의하는 모습이
칭찬할 만하다.

듣는
모둠

학생, 직장인
▶ 아래 ➊ ~ ➌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주세요.

- 언제, 어디서 사용되나요?
발표
모둠

- 어떤 기능이 있나요?

- 그 기능은 어떤 면에서 IoT인가요?

야자실, 독서실
목 : 진동, 귀 : 소리
타이머 애플리케이션 이용

'IoT 쪽잠 용품’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 모둠의 생각

➊ 당장 구입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후드티 모양이라 쓰기 편할 것 같기 때문이다.

➋

을 개선한다면
구입하고 싶어요.

- 더 소개하고 싶은 것 무엇인가요?

네 가지 자세 : 앞, 뒤, 벽에 기대서
자기, 엎드려서 자기

➌ 절대 구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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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커 카드로 칭찬할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구매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

▶ 칭찬할 점
독창성(새로움) 플리커 카드

성실성(노력) 플리커 카드

∷4차 산업혁명이란?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시대에서 부각된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실용성(편리함)

협동심(서로 도움)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
-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 컴퓨터의 처리 능력, 빅데이터(big date),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공유경제, 개인간(P2P)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첨단 제조업, 3D 프린팅,
신에너지 공급 및 기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변화 동인

▶ 개선할 점
독창성(새로움) 플리커 카드

실용성(편리함)

성실성(노력) 플리커 카드

협동심(서로 도움)

IoT(사물인터넷)
Cloud Computing(클라우드 컴퓨팅)
Big Date(빅데이터)
Mobile(모바일 서비스)

ICBM

ICT 기반
기술

∷ICBM 기술 트렌드와 미래사회 변화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Cloud)에 저장
빅데이터(Big date) 분석 기술을 통한 데이터 분석

관련 산업의
활성화

모바일 서비스(Mobile) 형태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
'IoT 쪽잠 베개’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 모둠의 생각

∷사물인터넷(IoT)과 기술 트렌드와 미래사회 변화
당장 구입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술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임
-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컴퓨터 등)이 적용됨
- 기존 사물들을 빠르고 다양하게 연결시키는 시도를 함
- 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발전할 전망임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 2016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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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세계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년

준비물

고등학교 1학년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학년

차시

관련 교과

1

1

과학탐구실험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첨단 과학기술, 탐구 산출물
[10과탐03-02] 첨단 과학 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용 가능 교과

난이도

과학탐구실험, 통합과학, 융합과학, 기술·가정

중·하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통합과학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인터넷 검색 가능 환경(스마트폰 활용 가능)

과학탐구실험·기술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직업 진로 특색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음

신소재의 활용, 전자기적 성질
[10통과02-03] 물질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소재를
개발한 사례를 찾아 그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2

과학탐구실험

첨단 과학기술, 탐구 산출물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풀러렌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탄소 나노 튜브

흑연의 기본 구조

사용하는 이미지(Full View)

그래핀

융합과학

고분자 소개
[12융과04-07] 고분자 물질의 구조와 이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이미지(Detail View)

고분자 물질의 특성을 활용한 합성섬유, 합성수지, 나노 물질 등
다양한 첨단 소재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발자
추천의 말

최근에 ‘그래핀’이라는 신소재가 개발돼 스마트기기 제작에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알려
지면서 더욱 더 스마트한 세상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래핀’이라는 신
소재의 원리와 활용 방법을 살펴보고, ‘신소재 공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탐색하는 내용이다.
또한 차세대 스마트폰인 ‘플렉서블 스마트폰(Flexible Smart-phone)’과 그래핀과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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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정

기술의 발달, 첨단 기술
[12기가04-01]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량되거나 만들어진 제품을

에 대해 알아보고 신소재를 구상하는 활동을 통하여 신소재 공학이라는 전공 분야의 진로를 탐

통해 최신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발표한다.

색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첨단 신소재인 그래핀의 과학적 원리를

[12기가04-06]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에 대하여

알고 신소재를 개발해내는 창의력을 기르며,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길 바란다.

조사하여 보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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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개요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소재의 탄생은 새

알고 ‘신소재 공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로운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곤 했다. 최근

차세대 스마트폰인 플렉서블 스마트폰과 그래핀 소재와의

에 나노 기술을 통해 ‘그래핀’이라는 신소재가 개발되면서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신소재를 구상하는 과제를

이 신소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 많은 사람이 주목

통하여 신소재 공학이라는 전공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활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첨단 신소재

다고 밝혀지면서 더욱 스마트한 세상의 도래를 한층 더 앞

인 그래핀의 과학적 원리를 알고, 신소재를 개발해내는 창

당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의력을 기르며,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주제는 ‘그래핀’이라는 신소재의 원리와 활용 방법을

상황 제시 CO

창의적 설계 CD

• 더 빠르고 가벼우며, 편하고 튼튼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
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문제로 시
작한다.

• 휘어지는 스마트폰을 위해서 그래
핀이라는 물질이 개발된 사례를 탐
색하고, 그래핀이 어떠한 물질인가
에 대하여 학습한다.

• 휘어지는 스마트폰 관련 영상을 시
청하면서,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
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이러
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소재의 개
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
하도록 한다.

•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하여 신소재
를 창의적으로 구상해봄으로써 신
소재가 스마트폰 및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

감성적 체험 ET

• 신소재를 직접 구상해봄으로써 성
취감을 향상하도록 하고, 신소재 전
공한 과학자에 대한 진로를 탐색해
본다.

학습 목표

내용 목표

차시별 활동 흐름

과정 목표

•‘그래핀’ 소재의 특성과 활용 방법을 알 수 있다.
•‘생체 모방 기술’의 정의를 알고, 실제 적용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래핀’ 소재로 우리의 스마트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할 수 있다.

차시

차시명

학습 목표

플랙서블
스마트폰
과 그래핀

스마트폰의 기능을 개선
하기 위해 신소재의
특징과 활용 방법을
살펴보고 플랙서블
스마트폰의 적용 사례를
탐색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신소재를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창의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을
수 있다.

1

스마트폰의 발전 상황 공감하기
- 스마트폰의 발전 방법 생각해보기
-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특징 살펴보기
신소재 ‘그래핀’ 이해하기
- 그래핀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탐색하기
- 그래핀을 활용한 스마트폰의 변화 추측하기
- 그래핀을 이용한 다른 적용 사례 생각해보기

STEAM 과목 요소

S 첨단 소재의 원리를 이해하기
T E ‘생체 모방 기술’의 방법을 이해하기
A 신소재 적용 제품을 디자인하기
M 신소재 ‘그래핀’의 기하학적 구조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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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 모방
기술과
신소재
아이디어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
하여 신소재를 구상하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공유
할 수 있다.

신소재 구상하기
- 생체 모방 기술 알아보기
-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하여 신소재 구상하기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 탐색하기
- 개발한 신소재 아이디어 공유하기
-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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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평가 계획

과목

학생 자기 / 평가 계획
평가 방법

수업 차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평가 척도

평가 기준
상

중

하

첨단 과학 기술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과학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와 산출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한
내용을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새로운 과학적 소재와 기술 관련 정보에
해박하며 그 산출물의 실제 적용에 대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제시하
는 능력이 뛰어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생체 모방 기술과 나노 기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이와 관련된 진로
와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러한 진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에 대해 열심히 탐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노력이 보임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융합과학

나노 기술과 정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소재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최첨단 기술과 제품의 개발 아이디어가 뛰어난 한편, 자신
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자세가 우수함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기술·가정

첨단 과학과 신소재에 대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러한 진
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에 대해 열심히 탐구하고 정보를 수
집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뛰어난 성취를 보인 영역의
수행평가 결과를 기술한 경우

그래핀의 원리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가?
1차시
그래핀과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생체 모방 기술을 이해하여 신소재를 창의적으로 구상할 수 있
는가?

자기평가

과학탐구실험
2차시

다른 학생의 신소재 발표를 잘 듣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
는가?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를 깊이 있게 탐색하였는가?

평가 기준표
수업 차시

평가 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그래핀의 원리를 알고,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
하여 신소재를 창의적
으로 구상할 수 있는가?

그래핀의 원리를 명확히 알
고, 신소재를 창의적으로 구
상할 수 있다.

그래핀의 원리를 알고 있
으나, 신소재를 창의적으로 그래핀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
구상하지 못한다.

다른 학생의 신소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
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가?

다른 학생의 신소재를 체계
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다.

다른 학생의 신소재를 체
계적으로 분석하나,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를 깊이 있
게 탐색하지 못한다.

2차시

다른 학생의 신소재를 체계
적으로 분석하지 못한다.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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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렉서블 스마트폰과 그래핀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플렉서블 스마트폰과 그래핀 탐색

차시

1/2

과학탐구실험, 융합과학(선택 교육 과정)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학습 목표

1

과학탐구실험(3. 첨단과학탐구), 융합과학(12. 정보 통신과 신소재)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스마트폰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신소재의 특징과 활용 방법을 살펴보고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적용 사례
를 탐색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스마트폰의
발전 과정
살펴보기

스마트폰의 발전 과정 생각해보기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준거
감성적 체험

스마트폰의 발전 과정을 통해 변화 공감하기  

그래핀의 원리 파악하고 스마트폰 변화 추측하기
신소재를 직접 구상해봄으로써 성취감을 향상하고, 신소재 전공 과학자에 관한 진로
탐색하기

교사

스마트폰

학생

스마트폰

준비물

2

플렉서블 스마트폰
탐색하기

그래핀을 이용한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원리 연결하기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스마트폰의 발전 과정 이해하기

3

▶▶스마트폰의 발전 방법 생각해보기

그래핀의 원리와
특징 탐색하기

-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가벼우며, 더 튼튼한 스마트폰을 개발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플렉서블 스마트폰 영상

그래핀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 방법 탐색하기

도입

플렉서블 스마트폰 이해하기

10′

-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영상 시청하기
-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영상 시청하며 소재의 중요성에 대해

4

그래핀을 활용한
스마트폰의 변화
추측하기

생각하게 한다.

tip 소재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주
그래핀을 활용한 스마트폰의 변화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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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점을 두어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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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1차시

학생 활동지

그래핀에 대해 이해하고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스마트폰의 발전 과정
살펴보기

▶ 그래핀에 대하여 알아보기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 그래핀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하여 알아 본다.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 그래핀 관련 영상을 시청하여 본다.

전개

그래핀 관련 영상

20′
tip

• 스마트폰의 발전사와 함께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특징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신소재인 그래핀의 특징과 원리를 파악하고 새로운 스마트폰의 개발 아이디어
를 제시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하면

그래핀의 과학적 원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통하여 지도한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그래핀을 활용한 스마트폰의 변화 추측하기
- 스마트폰에 그래핀 소재를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이 어떻게 발
전할지 추측하여 본다.

✚ 스마트폰이 발전한 과정을 검색해보자.
▶ 스마트폰의 1, 2, 3세대 모양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하여 안내하기
- 생체 모방 기술이란 무엇인지 알아 본다.

정리

- 과제 안내: 생체 모방 기술이 실제 활용된 사례를 조사해본다.
20′
tip 생체 모방 기술이 활용된 사례에서 과학적 원리를 미리 파악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안내한다.

▶ 기능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더 작게, 처리 속도는 빠르게, 다양한 기능을 포함, 입력과 출력이 다양해짐
출력과 입력 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며 액정 화면을 터치하도록 발전
▶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가벼우며, 더 튼튼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
야 할까?

출력 화면, 입력 버튼, 처리 속도가 좋은 CPU, 배터리의 성능과 사용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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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스마트폰의 기능과 형태에 대해 고민해보자.

▶ 그래핀이 어떤 소재인지 알아봅시다.

▶ 구부러지는 스마트폰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래핀>
그래핀은 탄소 나노 소재이다. 흑연은 육각
형의 탄소구제체가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

▶ 투명한 스마트폰을 본 적이 있는가?

는 층상구조를 보인다. 흑연에서 한 층만 분
리한 구조체가 바로 그래핀이다. 한 겹의 평
▶ 가벼우면서, 모양도 변하고, 투명한 스마트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평한 탄소판 위로 전자가 이동하므로 원자
와의 어떠한 충돌도 발생하지 않아 빠른 속

이러한 플렉서블 스마트폰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래핀(Graphene)이라는 신소

도로 전자가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기존의

재이다. 그래핀이라는 소재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래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
꾸어놓을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래핀의 구조>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보다 전기의 흐름이
최소 100만 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

으며, 구부리거나 늘려도 전기전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빛을 98% 통과
시킬 만큼 투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벌집 모양의 구조로 강철보다 200배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

▶ 그래핀 소개 영상을 시청해봅시다.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영상

✚ 그래핀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그래핀 관련 영상

▶ 그래핀은 누가 어떻게 발견했을까?

러시아 출신의 과학자이자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교수인 안드레 가임(Andre Geim)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Konstantin Novoselov)는 2004년 흑연에 접착테이프를 붙였다 떼기를 10~20회를
반복하여 원자 하나 두께의 평면 물질인 그래핀을 분리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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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시

✚ 그래핀 등의 신소재를 활용할 경우 스마트폰의 발전을 생각해보자.

생체 모방 기술과 신소재 아이디어

▶ 그래핀을 활용한 스마트폰은 어떻게 변화할까?
수업의 흐름

화면을 휘게 할 수 있다.
주머니에 구겨 넣을 수 있다.
손목시계처럼 동그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흐름

활동명

1

생명체 특징
살펴보기

주요 내용

울퉁불퉁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

▶ 그래핀 외에 새롭게 등장한 신소재를 찾아봅시다.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생명체 특징 찾기

신소재명

어디에 사용할까?

그래핀

투명 디스플레이, 에너지 저장

생체친화소재

인공 장기, 의료기기 소재

에어로젤

건축자재, 생활형 단열재

인공광합성 소재

화석연료 대체, 정밀화학제품

자기치유물질

인공 피부, 건축자재

탄소나노튜브

터치스크린패널, 인공 근육

개발자 - 신소재

플러렌

스포츠용품, 윤활제, 화장품, 태양전지

금속, 무기, 고분자,
코팅, 의학, 로봇 등의
소재들의 예시

형상기억고분자

우주항공 분야, 의료기기 소재

2

생체 모방 기술
알아보기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한 제품 찾아보기

3

개발한 신소재
아이디어 공유하기

분석 항목

내용

장점

비용 절감, 생명 보호, 의료 발전, 산업 형성
미세 오염, 살상무기화 등

단점
개선 방향
사회 영향

신소재 아이디어를 찾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4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 탐색하기

학과

직업

나노학과, 신소재학과
무인자동차학과, 항공학과 등

코팅, 인공생명
로봇의료, 대부분의 융합 진로 직업

신소재와 관련된 공학적 직업과 진로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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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단원

생체 모방 기술과 신소재 아이디어

차시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 자신이 구상한 신소재를 발표해 본다.

2/2

· 다른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해 본다.

과학탐구실험, 기술

tip 기존의 활용 예와는 다른 다양한 활용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

신소재 공학과 전공 관련 영상

록 적절하게 유도한다.

과학탐구실험(3. 첨단과학탐구), 기술(12. 기술시스템)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전개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 탐색하기

학습 목표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하여 신소재를 구상하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
상황 제시

- 신소재 공학 전공에 대하여 알아 본다.
- 신소재 공학 관련 직업을 조사해 본다.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된 수영복과 수영 기록 단축 영상 시청하기

STEAM
교수 학습

- 그래핀 전문가 관련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본다.
창의적 설계

신소재 구상하기, 생체 모방 기술 이해하기

감성적 체험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 탐색하기

준거

교사

스마트폰

학생

스마트폰

신소재의 다른 사례 살펴보기

정리

준비물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 그래핀 외에 새롭게 부상하는 신소재를 생각해 본다.

5′

- 과제물 안내하기: 새롭게 부각되는 신소재 자료 조사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MEMO

생체 모방 기술 알아보기

▶▶생물체의 특징 생각해보기

생체 모방 기술 영상

- 생물체가 가진 특성을 떠올려 본다.

도입

15′

▶▶생체 모방 기술 생각해보기
- 생물체가 가진 특성으로 신소재를 구상해 본다.
- 자신이 구상한 신소재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 탐색하기

전개

30′

▶▶개발한 신소재 아이디어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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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학생 활동지

생체 모방 기술과
신소재 공학

▶ 생물체 하나를 떠올려봅시다.

상어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 생체 모방 기술의 정의를 알고, 실제 적용 사례를 찾을 수 있다.
• 신소재 공학 관련 진로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PC)

▶ 그 생물체가 가진 특성을 알아봅시다.

상어 피부에 작은 돌기가 있어, 물에서 생기는 와류에 인한 마찰저항을 줄여준다.

▶ 생물체가 가진 특성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봅시다.

✚ 생체 모방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수영을 할 때의 와류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작은 돌기가 있는 전신 수영복을 개발한다.

생체 모방 기술이란 살아 있는 생물체의 외형, 구조,
생명체가 만들어낸 물질 등을 모방하여 새롭게 적용
하는 기술이다. 인류가 탄생한 후 지금까지 살아오

▶ 그 특성으로 신소재를 구상해봅시다.

면서 다른 종들에게 보고 배운 모든 기술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체 모방 기술의 대상이다.

생체 모방 기술 영상

자연의 대상

▶ 생체 모방 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연의 대상

모방 기술

모방 기술

모방 내용

홍합 족사

강력한 접착제

모방 내용
접착단백질

<엉겅퀴>

<벨크로 테이프>

1940년대 조지 드 메스르탈
(George de Mestal)이 옷
에 묻은 엉겅퀴 씨앗을 보고
씨앗이 어떻게 옷에 달라붙
는지 관찰하다가 벨크로 테
이프를 발명했다.

홍합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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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조개의 이빨을 이용한

층

공모양의 둥근 층

삿갓조개
<연꽃잎 표면의 물방울>

접착제

강력한 절단기와 신재료
절단기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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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구상한 신소재를 발표해보자.

✚ 신소재 공학에 대해 알아보자.

▶ 다른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들은 후 분석·평가해 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보자.
개발자 - 신소재

분석 항목

내용

신소재 공학은 소재의 물성을 연구하는 과학과
구조물의 구성 요소를 이용한 응용을 결합하는
학문이다. 급속도로 발전, 변화하는 현대 과학기술

장점

시대에는 새로운 첨단 소재가 필요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산업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를 연구

신소재 공학 영상

및 개발하는 학문이다.
단점

▶ 신소재 공학과 관련한 학과와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봅시다.
개선
방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장점

단점

학과

직업

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에너지학과
첨단소재공학부
신소재융합공학전공
나노신소재공학부
응용소재공학과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 등

신소재공학자
재료공학기술자
반도체공학기술자 등

▶ 그래핀 전문가인 홍병희 교수 강연 영상을 시청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봅시다.
홍병희 교수 강연 영상

개선
방향

사회에
미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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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점

신소재의 놀라움
과학의 길
융합적 사고력
도전정신
새로운 소재의 호기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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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스카치테이프의 접착력을 이용해 흑연에서 그래핀을

참고 자료

그래핀(Graphene)

떼어낸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그래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김필립 교수는 지난 2005년 그래핀을 분리한 후 물리학계의 오랜 숙제인 ‘반정수
양자홀 효과’를 실험으로 증명했다. 또 성균관대 홍병희 교수와 삼성전자종합기술원 최재영
박사팀은 지난 1월 니켈을 촉매로 하고 1000도의 고온에서 메테인과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화학증기증착법(CVD)을 통해 가로, 세로 각각 2㎝의 그래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래핀 미리보기
▶ 나. 왜 그래핀인가?
#1. 우주에서 가장 얇은 물질이지만 가장 강하다.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보다 전자를
100배 이상 빠르게 이동시키고 전선의 주재료인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흘려보낸다.
#2. 다이아몬드와 흑연, 플러린과 탄소나노튜브가 이것의 ‘형제’들이다. 원자번호 6번인
탄소(C)로 구성됐지만 그 구조가 다르므로 ‘탄소 동소체(同素體)’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꿈의 신물질’로 불리는 ‘그래핀’을 설명한 것이다.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손영우 교수는 “그래핀은 지난 2004년 세상 밖으로 나왔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그래핀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탄소나노튜브,
고온초전도체 같은 2차원 신물질, 흑연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들이 서로 맞닿아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그래핀이 지닌 폭발성’을 강조했다.

그럼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래핀 연구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래핀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핀은 두께가 0.2㎚로 얇으면서
물리적·화학적 안정성이 높다. 또 상온에서 구리보다 단위면적당 100배 많은 전류를 실리콘보다
100배 빨리 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래핀은 열전도성이 최고라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전도성이 높다. 기계적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다. 게다가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접어도 전기전도성을 잃지 않는다. 미래 기술로 각광받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입는 컴퓨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핀은 현재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는 탄소나노튜브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핀을 원통처럼 말면 탄소나노튜브가 되는데 이 둘은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하지만
그래핀이 탄소나노튜브보다 균일한 금속성을 갖고 있어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더 크다.
손 교수는 “그래핀에서 전자의 전도도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또
그래핀의 모서리에 대한 원자 수준의 제어 및 그래핀 나노리본 제작 등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 교수는 그래핀에 대한 연구가 물리학의 영역에서 화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래핀의 특징
▶ 가. 그래핀의 개념
그래핀은 연필심으로 쓰이는 흑연을 뜻하는 ‘그래파이트(graphite)’와 화학에서 탄소
이중결합을 가진 분자를 뜻하는 ‘∼ene’을 결합해 만든 용어다. 연필심의 원료인 흑연은 탄소를
6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수없이 쌓아 올린 3차원 구조이다. 그래핀은 여기서 가장 얇게 한 겹을
떼어낸 것이라고 보면 된다. 2차원 평면 형태를 갖고 있으며 두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얇다. 탄소
원자 하나의 지름인 0.2㎚(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즉 100억 분의 2미터 정도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2차원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4년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이 상온에서 완벽한 2차원 구조의 그래핀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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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씩 풀리는 그래핀의 비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2009년 고등과학원에선 ‘그래핀 연구의 최근 발전’이란 주제의 국제 학술행사가 열렸다. 전
세계 그래핀 연구의 권위자 28명이 모인 이 학술행사에서 연구자들은 최근의 풍성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지금까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투명한 고무를 개발해 유리를 대신할 수 있지만, 반도체나 액정소자 같은 것은 휘어지게

일본 NEC전자의 미야모토 박사는 레이저 펄스를 흑연에 쏘아주면 흑연 표면에서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핀 단층이 떨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그런데 최근 개발된 ‘그래핀(Graphene)’이라는 신소재가 있으면 이런 상상이 현실이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징 콩 교수는 “니켈을 촉매로 사용한 CVD를 이용, 지름 10㎝의 그래핀을

됩니다. 그래핀은 흑연을 한 겹만 떼어내서 만든 물질로 이것으로 투명하면서도 잘 휘어지는

합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핀 표면에 쭈글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탄성이 뛰어나서 늘이거나 구부려도 전기적 성질을 잃지 않아

또 미국 오스틴 텍사스 주립대 로드니 루오프 교수는 니켈 대신 구리를 촉매로 사용한 CVD를

‘휘는 디스플레이’ 재료로 안성맞춤입니다.

해봤더니 단층이 아닌 2층 이상으로 자란 그래핀의 면적이 5% 수준으로 매우 작았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도별 출원 동향을 보면, 그래핀의 분리에 최초로 성공한 2004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에는 204건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고, 2010년(423건),

그래핀을 이용한 실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눈길을 끌었다. 미국 러트거스대 에바 안드레이
교수는 그래핀이 놓이는 기판과 그래핀이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그래핀의 특성을 실제
실험에서 얻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내놨다.

2012년에는 954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BBC방송에서 보도한 그래핀 관련 세계 특허 동향 분석에 따르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407건)로 2위인 미국 IBM(134건)의 3배가 넘는 수준이며, 연구기관으로서는
성균관대학교가 134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성균관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안드레이 교수는 기판 표면에 나노 크기의 구멍을 만들어 그라핀을 일종의 ‘공중 부양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핀 발견 이후 세계에서

상태’로 만들면 그래핀의 물성에 대한 측정치가 이론과 더욱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가장 활발한 성과를 거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개했다.

IT 소재 기술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앞서고 있는 분야여서 향후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매우

성균관대 홍병희 교수는 “가장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터치패널 등에 사용되는
투명전극”이라며 “기존 재료인 산화인듐주석(ITO)은 구부릴 수 없지만 그래핀은 투명도나
전도도가 좋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구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ITO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지만 플렉서블 전자기기 시장이 형성되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핀은 높은 강도, 열전도율, 전자이동도, 빛 투과율을 가지고 있어 휘어지는 투명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태양전지, 센서, 방열 소재, 초경량 고강도 복합소재, 자동차 부품 및
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도움말=고등과학원 우성종 박사)
[출처 : YTN science, [Science&Patent] ‘휘는 스마트폰 속 아이디어’, 2013.11.15., http://science.ytn.co.kr/program/
[출처 : 이재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9.07.05.,

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311151640182479]

http://www.fnnews.com/news/200907052203366052?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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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DIY 감성 소품 만들기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년

준비물

고등학교 1학년

발광 시트 1모둠당

학년

차시

관련 교과

1

1-3

미술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표현 매체의 확장
[12미02-03]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활용 가능 교과

난이도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기술·가정, 미술

중·상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2~3차시를 진행할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과학탐구실험·통합과학·미술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거나
학급 특색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음

통합과학

신소재의 활용
[10통과02-03] 물질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소재를
개발한 사례를 찾아 그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과학탐구실험

첨단 과학기술, 탐구 산출물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4-5

기술·가정

제품의 구상과 설계
[12기가 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개발자
추천의 말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OLED의 과학적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봄으로써 원리
를 쉽게 이해하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OLED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대할 때 단순 신기하다는 반응에서 벗어나 이러한 기술
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으며,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러한 기술들이 생활밀착
형 기술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과학탐구실험

첨단 과학기술, 탐구 산출물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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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개요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매우 얇은 유기 소재의 레

이 프로그램은 꿈의 조명인 OLED에 대한 첨단기술을

이어로 만들어진 반도체 소자로 최대 두께가 사람 머리카락

이해하기 위해 OLED 기판을 만들어보고 체험해봄으로써

의 1/50 수준이다. OLED는 내부에 장착시켜 빛을 방출하는

LCD, LED와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반딧불의 원리인 발광과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명 기술이다. 유리 기판에 마

인광의 원리를 알게 함으로써 첨단과학인 OLED의 원리를

운트된 OLED는 전원이 나갔을 때 투명하게 보이기도 한다.

생각해보게 하는 데 제작 의도가 있다.

이런 OLED 특징을 이용해 OLED DIY 감성 소품을 직접 디
자인하고 제작해봄으로써 21세기 첨단과학인 OLED의 원

창의적 설계 CD

• TV 광고에서 휴대폰의 반을 접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가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장치
때문이고 그 시작은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 첨단과학 신소재 중 디스플레이를
접고 펼 수 있고 돌돌 말 수도 있는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들의 OLED
디스플레이 장치가 휘어져도 파손
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고 OLED
기판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실험
해보자. 그리고 OLED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이
중에서 감성 조명을 제작해보자.

리를 이해하고 가벼우면서도 얇고 열이 나지 않으며 투명한  
OLED의 특징과 활용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학습 목표

내용 목표

상황 제시 CO

• OLED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비
주얼싱킹을 제작해본다. OLED를 이
용한 나만의 감성 OLED DIY 제품을
만들어 실생활 속에 적용해보면서
그 효용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미진한
점을 다시 설계, 제작하는 과정을 경
험한다.

감성적 체험 ET

• 자신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료
들과 공유한다.
• 감성 소품 DIY 제품을 교사가 아닌
동료 학생들이 직접 평가해봄으로
써 제작 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과정 목표

•OLED의 원리와 제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첨단과학 OLED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할 수 있다.

•OLED의 특징을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다.
•OLED 기판 만들기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아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산출물을 도출하기 위해
모둠 내에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OLED 감성 소품 만들기를 평가하고 추가

경험하여 OLED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OLED 기판 만들기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차시별 활동 흐름

실생활 속에서 사용될 창의적인 OLED 소품을 설계
하고 제작할 수 있다.
차시

차시명

학습 목표

STEAM 과목 요소

S OLED의 과학적 원리 및 유기전자소자 이해하기
T E OLED 기판 설계 및 제작 – OLED의 구조를 이해하고 OLED 기판을
제작하기

A 감성 OLED 소품 설계하기

1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가
뭔가요?

OLED의 특징을 이해
하고, 이를 설명하는
비주얼싱킹을 제작할 수
있다.

주요 내용

휴대폰이
손바닥보다 작지만 펼치면 큰 액정화면이 되어 영화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을 보고 생각해보기
- 각종 첨단과학 중 OLED에 대해 알아보기
- 얇고 투명한 OLED에서 빛이 나는 원리 생각해보기

OLED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레드 제품에 대한 미래 탐색 비주얼싱킹을 작성
하기
- LCD와 OLED 제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 OLED 제품의 특징은 무엇일까?
- OLED 제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미래 우리 생활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고안하여 비주얼싱킹을 작성한다.  
- 각 모둠에서 고안하여 만든 OLED 관련 비주얼싱킹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M 평면과 입체 도형에 대해 생각하며 입체물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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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2-3

4-5

차시명

학습 목표

OLED를
활용한
감성 조명
만들기

OLED 감성 소품을 설계
하고 제작할 수 있다.

감성적 체험

평가
영역

OLED 기판 제작하기
- OLED 물질 [Ru(bpy)3](BF4)2 만들기
- OLED 용액 만들기
- OLED 기판 만들기

OLED 물질과 용액을
제작하여 기판을
만들 수 있다.

OLED
기판
만들기

평가 기록지

주요 내용

창의적 설계
총평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성

문제 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이름

OLED 감성 소품 설계하기
- OLED 패널을 이용하여 스탠드, 벽시계, 조명 등 소품 설계하기
나만의 OLED 감성 소품 제작하기
- 실생활 속에서 적용 할 수 있는 감성 소품 제작하기
OLED DIY 감성 소품 발표하기

평가 계획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호기심과
자신감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OLED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생
활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호기
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과제
에 임함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OLED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생
활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호기
심을 가지나 과제에 임하는
자세가 수동적임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OLED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생
활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호기
심이나 과제에 임하는 자세가
좋지 못함

창의성

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과제 수행 도중
에 지속적으로 나타남

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과제 수행 도중
에 가끔 나타남

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문제해결
과정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
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끝까지 수행함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
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향을 제시함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
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산출물
도출

제작한 OLED DIY 감성 소품
의 완성도가 매우 높음

제작한 OLED DIY 감성 소품
의 완성도가 평균적인 수준임

제작한 OLED DIY 감성 소품의
완성도가 낮음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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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결과물 평가 기준표
요소
이름

LCD와 OLED 제품의
차이점과 OLED의 과학적 원리
를 나타내는 인포그래픽 제작

OLED 기판 만들기 실험과
OLED 적용 DIY 감성 소품 제작

OLED DIY 감성 소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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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결과물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내용 요소 평가기준표
(

) 모둠 (
평가 영역

) 번호 이름 : (
평가 항목

학생 자기 / 동료 평가 계획
(

)
요소

평가 척도

평가 기준
상

OLED 원리

중

) 모둠 (
평가 방법

) 번호 이름 : (
평가 영역

)
평가 척도

평가 기준

하

5

4

3

2

1

OLED의 발광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OLED 기판 제작이 창의적이었는가?

빛과 색

RGB로 이루어진 빛으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OLED의 이해

상황
제시

미래의
OLED 적용
인포그래픽
제작

OLED 기판
제작

OLED의 장점

LED와 비교하여 OLED가 가지는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OLED의 활용

OLED를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다.   

창의적
설계

OLED DIY
감성 소품
제작

OLED의 발광 원리가 제시되어 있다.

OLED 장점

LCD와 비교하여 OLED가 가지는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OLED 활용

OLED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미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융통성

OLED 물질을 만들기 위해 문헌과 실험 재료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독창성

OLED에 빛이 나오도록 제작하였고 다양한 문양이
나오도록 한 구성이 새롭고 독특하다.

문제 해결력

OLED 기판에 빛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고
개선하여 빛이 잘 나오도록 개선하였다.

협동성
의사소통

OLED 용액과 물질 제작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는가?

자기 평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OLED 원리
이해

작품의 완성도

창의적
설계

작품의 견고성과 디자인이 우수하다.   

감성적
체험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OLED 기판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
의 의견을 잘 경청하였는가?

모둠별 활동 과정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는가?
창의적
설계
OLED 기판 구성 및 제작 과정에서 팀 동료와 자신의 아이디어
를 잘 협업하였는가?

동료 평가

모둠별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제작하였다.
제작 과정에서 모둠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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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DIY
감성 소품
발표

발표 내용

자신감

활동 결과가 잘 나타나도록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여 자신 있게
발표했다.

감성적
체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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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차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제작한
결과물인 OLED DIY 감성 소품의 완성도가 매우 높음(창의적 사고역량)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뭔가요?

기재 상황 예시

수업의 흐름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 SF 영화 속에서 OLED가 사용된 예 – <아이언맨>, <아바타>

통합과학

감성 조명 제작 과정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들은 후 상대의 의견을 요약
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할 줄 앎. 토의에서 각
참여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함.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해결의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끝까지 수행함(의사소통역량)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1

OLED
활용 사례
살펴보기

OLED의 미래 활용 사례 인식하기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유용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며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OLED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해 그 아이디
어가 실생활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호기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과제에
임함(지식정보처리역량)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2

OLED 특징
조사하기

OLED 제품의 특징 및 원리 조사하기  

과학탐구실험

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과제 수행 도중에 지속적으로 나타남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3
미술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에서 미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미적 감각
을 살려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능력이 우수함

OLED
비주얼싱킹
제작하기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OLED 특징을 비주얼싱킹으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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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4

OLED 기판
제작하기

OLED의 특징을 표현하는 비주얼싱킹 제작

과목

차시

1/5

통합과학
통합과학(자연의 구성물질)

단원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OLED 물질과 용액을 만들어보고, 기판 제작하기  

학습 목표

OLED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는 비주얼싱킹을 제작할 수 있다.
상황 제시

OLED의 원리를 조사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주얼싱킹 제작하기

STEAM
교수 학습

5

OLED
감성 조명
설계하기

창의적 설계

비주얼싱킹 제작

감성적 체험

상황 인식 및 비주얼싱킹 제작 과정에서 공감하기

준거

교사

학생 활동지

학생

전지, 색연필, 크레용, 연필, 지우개, 물감

준비물
OLED 감성 조명에 대해 알아보고 설계하기

학습 단계

6

OLED
감성 조명
제작하기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OLED 활용 사례를 통해 상황 인식하기

▶▶상황 인식하기
설계도를 바탕으로 작품 제작하기

- 휴대폰을 펼친 후 큰 화면으로 전환하여 영화를 볼 수 있을까?

도입

동영상을 통해 접혀 있던 작은 화면이 큰 화면으로 펼쳐져 나오

펼쳐진 큰 화면 영상

는 영상을 확인해볼까?

접혀 있는 화면을 펼쳐 보이기

           

10′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사용
된 첨단과학이 OLED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작품
발표하기

- 어떻게 화면을 접을 수 있었을까?
작품을 발표하면서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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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비주얼싱킹 및 인포그래픽 제작 방법 알아보기

tip

- 비주얼싱킹 및 인포그래픽 제작 과정을 환기한다.
주제 선정 → 조사·연구 → 데이터 수집 → 분석·가공 →

TIP

스토리 도출 → 스케치 → 편집 → 디자인 → 테스트 → 완성

접는 휴대폰 앞당긴다…맘껏

- 비주얼싱킹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료 및 유의점

비주얼싱킹 제작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

에 완성하도록 지도한다.

전개

tip

학생 활동지

협동 학습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모

둠원 간의 긍정적 상호 의존성, 서로 격려하는 대면적 상호 작용,

- 비주얼싱킹 활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자료 사이트를 통해 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원에 대해 책임감을 가

체적으로 알아보고 주제와 연결해 표현 방법을 결정한다.  

지도록 하는 개별적 책무성,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등의

- 텍스트를 비주얼싱킹으로 바꿀 때 각 주제에 따라 가장 전달
효과가 큰 비주얼싱킹 유형과 표현의 기법을 알아본다.

시간(분)

도록 전지 대신에 A3 용지나 A4 용지를 제공하고 주어진 시간 내

접는 OLED 투명전극 개발

도입

교수·학습 활동

10′

 (동영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화

요소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도한다.

면을 접어도 영상을 그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tip

비주얼싱킹 및 인포그래픽에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제공하

발표 및 평가하기

참고 자료

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비주얼싱킹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사전

인포그래픽에 대한 개념과 설명

학습을 통해 알려준다.

- 모둠에서 제작한 비주얼싱킹을 발표하도록 한다.
- 다른 모둠의 작품을 보면서 동료 평가지를 작성하고 피드백하

정리

개별 비주얼싱킹 아이디어 발표하기

도록 지도한다.

5′

모둠 간 동료 평가

개인별로 제작에 대한 개념과 관련 기술, 적용 분야 등에 대해 텍
tip

스트로 제작된 구성 요소를 시각 언어로 바꾼 아이디어를 모둠

최종 산출물은 미러링을 이용해 발표할 수 있도록 기본 기

능을 미리 지도해보는 것이 좋다.

내에서 발표

모둠 아이디어 창안 1
- 개별 발표한 비주얼싱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모둠별 비주얼
싱킹을 표현할 자료에 대해 논의한다.
- 제작에 앞서 준비한 표현 재료를 점검하고 OLED에 대한 비주
얼싱킹 예시 작품의 동영상과 스틸 컷을 시청한 후 제작 과정

참고 영상

을 숙지한다.

[인포그래픽] 4차 산업혁명이

- 비주얼싱킹 제작 과정을 알아본다.

전개

MEMO

란? 1차~4차 산업혁명에 대해

25′

모둠 아이디어 창안 2
- OLED를 비주얼싱킹으로 표현할 아이디어를 모둠별로 모은다.
- 모둠별로 결정한 표현 내용을 학생 활동지에 텍스트로 정리하
고 비주얼싱킹 제작에 따른 역할 분담을 한다.

OLED의 특징과 활용을 비주얼싱킹으로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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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학생 활동지

미래 생활에 적용 가능한
OLED - 비주얼싱킹 -

2-3
차시

OLED 기판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교수·학습 과정안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 스마트폰으로 OLED에 대해 검색할 수 있다.
• OLED의 원리와 활용 및 적용 가능한 비주얼싱킹을 작성할 수 있다.

학습 주제
과목

무엇이 필요할까

전지, 색연필, 크레용, 연필, 지우개, 물감

✚ OLED의 원리 활용 및 적용 가능한 비주얼싱킹 작성하기

단원

학습 목표

OLED 기판 만들기

차시

2-3 / 5

통합과학
통합과학(자연의 구성물질)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OLED 물질과 용액을 제작하여 기판을 만들 수 있다.
상황 제시

OLED 물질을 이용하여 기판 제작하기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혼합비율 조절을 통한 최적의 기판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상황 인식 및 기판 제작 과정을 공감하기

준거

교사
준비물
학생

학습 단계

학생 활동지
[Ru(bpy)3](BF4)2, ITO 글라스, PVA 용액, 면봉, 양면테이프, 헤어드라이어,
멀티테스터기 등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대표적인 OLED용 형광 발광 재료를 알려주고 직접 OLED
기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만들 수

활동에 도움이 되는 PPT 자

있을지 알아보고 제작하기

료는 STEAM 사이트(https://
steam.kofac.re.kr)에서 파일로

대표적인 OLED용 형광 발광 재료

도입

1. 녹색 발광 재료 - Alq3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10′

2. 적색 발광 재료 - DCJTB
3. 청색 발광 재료 - 디스트릴 (distryl) 화합물
4. 황색 및 주황색 발광 재료 - 루브렌, BTX
[출처 : 경상대학교 화학과 및 기초과학연구소, OLED용 단분자 발광 재료의 연구
동향, 화학세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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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OLED TV와 LCD TV의 차이점

OLED 기판 만들기

- 동영상을 통해 OLED TV와 LCD TV의 구조와 원리 등 차이점

- OLED 기판을 만들어 본다.

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본다.

tip

 ‘전시장에서 본 OLED TV와 우
리집 TV의 차이점?’ 영상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어떻게 하면 OLED 기판에 불이 잘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한다.

도입
tip

[Ru(bpy)3](BF4)2을 만들 때 교반기, 전자레인지(오븐)가 필

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전개

 학생 활동지

- OLED TV와 LCD TV의 차이점을 말해본다.

엽록소 추출 용액 실험 시범
- 엽록소 추출 용액에 광원을 비추면 어떻게 보이는지 실험한다.

- 실험 준비물을 확인하고 실험 방법을 숙지한 후 실험한다.
- PVA 용액도 미리 만들어 준비한다.

tip 식물의 잎(10g)을 아세톤(50mL)에

-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한다.

넣고 소량의 탄산칼슘과 함께 분쇄한 후

- 불빛이 전체적으로 잘 나온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노

거름종이에 걸러 아세톤에 추출된 색소에

하우를 전수해준다.

광원을 비추어본다.
- 어떤 색이 나오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평가하기

-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다른 예를 이야기

정리

해보자.

OLED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15′

 형성평가 문항지

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반딧불이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과 같은

전개

- 형성평가를 통해 OLED 기판 제작 과정과 OLED 원리가 잘 이

25′

 실험할 때 주의할 점 안내

OLED 물질 [Ru(bpy)3](BF4)2 만들기
- OLED 물질을 만들어본다.

tip OLED 물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스마트폰으로 먼저 확
인하고 실험하도록 한다.

OLED 용액 만들기
- OLED 물질을 만들어 본다.

tip OLED 용액과 PVA 용액의 비율을 확인하고 실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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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학생 활동지

OLED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 OLED 물질 만들기
3

4

5

6

7

8

9

10

준비물

RuCl3·3H2O, 6M NaH2PO2, NaBF4, 증류수, 막자사발, 교반막대기, 오븐, 30mL 비
커, 50mL 비커, 스포이트, 거름종이, 피펫, 얼음, 삼각플라스크, 흡입여과장치, 보호
안경, 장갑

실험과정

➊ RuCl3·3H2O 3g을 막자사발에 넣고 잘게 부순 다음 100℃ 오븐에서 2~3시간 정
도 건조시킨다.
➋ 비커에 교반막대를 넣고 RuCl 3·3H 2O 0.3g, 2,2'-Dipyridly 0.188g, 6M
NaH2PO20.44mL를 증류수 8mL가 담긴 비커에 순서대로 넣고 시계접시(Watch
glass)로 덮은 비커를 30분간 교반시킨다.
➌ 교반하는 동안 NaBF4 0.333g을 증류수 1.5mL에 녹인 용액을 준비하여 교반이
끝난 용액에 추가한다.
➍ 비커에 담긴 용액을 차갑게 하면 결정체가 형성되는데 그 결정체를 흡입여과장
치에 모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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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ED 용액과 PVA 용액 만들기
▶ 가. OLED 용액 만들기

준비물

30mL 비커, 스포이트, PVA 용액, 유리막대

11

12

실험방법

➊ 30mL 비커에 증류수 10mL를 넣는다.
➋ 폴리비닐알코올(PVA)을 0.3g 넣는다.
➌ 비닐 랩으로 비커를 덮은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5~15초간 돌린다.

▶ 나. PVA 용액 만들기

13

14

준비물

전자저울, [Ru(bpy)3](BF4)2, 30mL 비커, 스포이트, PVA 용액, 유리막대

실험방법

➊ Ru(bpy)3](BF4)2 파우더 0.035g을 비커에 담는다.
➋ PVA 용액 3mL를 파우더가 담긴 비커에 넣은 후 유리막대로 잘 저어준다.
tip OLED 용액과 PVA 용액의 비율을 확인해보고 실험하도록 한다.
15

▶ 실험 시 주의할 점

✚ OLED 기판 만들기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쓸 것
교반기 및 흡입여과장치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상에 주의할 것
교사는 사전실험을 해보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

준비물

ITO 유리 (35Ω), 양면테이프, 면봉, OLED 용액, 헤어드라이어, 9V 건전지, 집게전선
2개, Ga-In 합금용액

tip OLED 물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스마트폰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실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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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정

➊ ITO 글라스의 전도면을 위쪽으로 하고 양면테이프로 바닥에 고정한다.
➋ 면봉으로 OLED 용액을 글라스 표면에 아주 얇게 바른다.
➌ 헤어드라이어로 글라스 위의 용액을 증발시킨다.
➍ 위 ➋, ➌ 과정을 3~4회 반복한다.
➎ ITO 글라스 위에 면봉을 이용하여 Ga-In 합금용액을 묻힌 후 글라스 중심에 바
른다.
5

➏ 9V 건전지의 플러스 단자를 글라스에 물린 다음 마이너스 단자를 Ga-In 합금용
액이 묻은 자리에 천천히 접지한다.

6

▶ 실험 결과

➐ 불빛이 나오는지 관찰한다.

▶ 실험 시 주의할 점
1

2

불빛이 전체적으로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OLED 용액을 면봉으로 바를 때 가능한
한 얇고 고루 분포되도록 칠해 주어야 한다.
여러 차례 실험해 가장 잘 나오는 과정을 기록해 둔다.
휘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개를 닫아 둔다.
마이너스 전극 단자에 압정을 꽂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불빛을 잘 볼 수
있다.
참고

6M NaH2PO2 만들기

가. 비커에 교반막대를 넣고, 정제수 6mL를 넣는다.
3

4

나. 50% H3PO2 10mL를 비커에 천천히 넣고 교반한다.
다. NaOH 3.9g 가량을 천천히 넣어서 pH 6-8을 맞춘다.
라. NaH2PO2 6M가 만들어진다.

tip OLED 기판에 불이 잘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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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학생 활동지

OLED DIY 감성 소품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OLED 패널, 우드락, 목공풀, 가위, 칼, 9V 건전지

✚ 과제 해결을 위해 STEAM 영역 간 융합을 통해 제작할 최종산출물의 설계도를 과학
적으로 구상하여 그리고 작품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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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차시

OLED DIY 감성 소품 만들기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세상을 밝히는 빛, 투명 디스플
레이 영상

- OLED 적용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해 알기

도입

과목

단원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OLED의 특징과 적용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자료 및 유의점

OLED를 활용한 감성 조명 만들기

차시

4-5 / 5

OLED 감성 소품 설계하기

과학탐구실험

tip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제작해보자.

과학탐구실험(첨단 과학)
- 주어진 OLED 패널을 통해 감성 소품을 만든다.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 OLED의 특징이 무엇인가?
학습 목표

OLED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는 비주얼싱킹을 제작할 수 있다.

- 얇고 투명한 OLED를 생각해보고 실생활 속에서 미래에 적용
가능한 감성 소품을 만들어본다.

상황 제시

OLED의 원리를 조사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주얼싱킹 제작하기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비주얼싱킹 제작

감성적 체험

상황 인식 및 비주얼싱킹 제작 과정에서 공감하기

35′

- OLED에서 나오는 빛을 고려한다.

준거

전개
교사

학생 활동지

학생

전지, 색연필, 크레용, 연필, 지우개, 물감

학생 활동지

준비물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나만의 OLED 감성 소품 제작하기

자료 및 유의점

- OLED 패널을 이용하여 스탠드, 벽시계, 조명 등을 설계하여

상황 인식

만들어본다.

OLED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동영상을 통해

45′

OLED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과 OLED가 적용된 환경을 확인해
본다. OLED를 미래 생활의 어떤 곳에 적용해 볼지 고민해보며,
감성 조명을 설계하고 제작해본다.

도입

5′

발표 및 평가하기

정리

- 모둠별로 만든 OLED 감성 소품에 대한 설계부터 과정, 결과물

15′

모둠 간 동료 평가 : 동료 평가

에 대한 전반적인 발표를 듣고 감성적 체험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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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평가하기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4-5차시

작품 발표 및 평가

학생 활동지

- 형성평가를 통해 OLED 기판 제작 과정과 OLED 원리가 잘 이
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 모둠별로 만든 OLED 감성 소품에 대한 설계부터 과정, 결과물에 대한 전반적인 발표
를 듣고 감성적 체험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평가
방법

정리

평가
영역

창의적
설계

감상하기
도록 한다.

5

4

3

2

1

OLED 기판 제작이 창의적이었는가?

-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한다.

- OLED DIY 감성 소품을 전시해 학생들이 살펴본 후에 발표하

평가 척도

평가기준

자기
평가

OLED 용액과 물질제작을 완성도 있게 만들었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감성적
체험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모둠별 활동 과정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OLED 기판 구성 및 제작 과정에서 동료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해 잘 협업하였다.
창의적
설계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동료
평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
였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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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형성) 평가 문항지

3. OLED는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광원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으
로 인해 OLED를 디스플레이 제작에 활용할 경우 가질 수 있는 장점 2가지를 설명하
시오.(5점)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치이다. 디
스플레이의 변천 과정을 보면 전기신호를 전자빔의 작용을 통해 화면에 표시하는 CRT를
시작으로 FED, PDP, LCD, LED를 거쳐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OLE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 떠오르고 있다.(30점)

얇게 만들 수 있다. 휘도록 제작할 수 있다.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하면 투명한 디스플레이도 제작할 수 있다.

1. 다음 그림은 OLED의 기본 구조이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OLED에서 빛이 발광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10점)

OLED의 발광 원리는 정공(+)
과 전자(-)가 결합되어 빛을

4. 우리 주변에서 OLED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3가지를 쓰시오.(5점)

발생하는 원리이다.
투명 디스플레이, 조명, 자동차 유리 네이게이션,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2. 왼쪽 그림은 OLED 디스플레이의 표면을 확대한 그림이다. 디스플레이는 3개의 서브
픽셀이 모여 하나의 픽셀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색이 표현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10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세 개의 서부
픽셀이 있고 이들 빛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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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MEMO

예시 답안

1

전자와 정공이 유기물이 있는 발광충에서 만나 빛을 내는 것이다.

2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세 개의 서브 픽셀이 있고 이들 빛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색
상을 표현할 수 있다.

3

얇게 만들 수 있다. 휘도록 제작할 수 있다.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하면 투명한 디스플레
이도 제작할 수 있다.

4

조명, 자동차 유리 내비게이션,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옥외 벽면 광고 등등

문항

1

2

3

4

예시 답안

배점

전자와 정공이 발광층에서 만나서 유기물이 발광한다는 내용으로 바르게 설명함

10

전자와 정공을 표현하지 않고 발광층에서 발광이 일어난다고만 표현하거나 유기물
의 발광에 관한 내용은 빠트리고 전자와 정공이 만나 발광하는 것으로 설명함

5

무응답 또는 기타 오류 답안

0

R, G, B 세 종류의 서브 픽셀에서 나오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르게 설명함

10

R, G, B 세 종류의 서브 픽셀에서 나오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을 바르게 설명함

5

무응답 및 기타 오류 답안

0

특징 2가지를 바르게 설명함

5

특징 한 가지만을 바르게 설명함

3

무응답 및 기타 오류 답안

0

OLED 활용 분야 3가지 이상을 제시함

5

OLED 활용 분야 1~2가지를 제시함

3

무응답 및 기타 오류 답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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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비행 드론의 비밀?
아날로그 드론으로 파헤쳐보기
교육 과정 연계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프로그램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년

준비물

고등학교 1학년

전동드릴(공동 사용), 글루건 외 14종

학년

차시

관련 교과

1

1

과학탐구실험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제품 속 과학, 공학적·창의적 설계 및 도구 제작
[10과탐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활용 가능 교과

난이도

과학탐구실험, 기술·가정, 미술, 정보

중·하

요구 환경

활용 가능성

4인 1모둠 활동이 가능한 교실

기술·가정·정보·미술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음

정보

자료 수집, 자료 분석
[12정보02-03]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기술·가정

첨단 수송 기술
[12기가04-05] 수송 기술에서 새롭게 등장한 수송 수단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하고, 우주항공기술 분야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창의 공학 설계

활동 이미지(Full View)

[12기가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개발자
추천의 말

드론에 대한 관심이 교육적 가치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드론은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흥미
를 이끌어내기 충분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드론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 최첨단 기술 그리고 디
자인과 관련한 미적인 요소들 그 자체로도 훌륭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여 모형 드론을 제

2

과학탐구실험

공학적·창의적 설계 및 도구 제작

작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자율비행 드론에 적용된 기술을 이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하며, 나아가 모둠 활동을 통해 협업의 긍정적 가치도 경험하기를 바란다.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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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차시

1

관련 교과

미술

2015 개정 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조형 요소와 원리의 응용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과학탐구실험

제품 속 과학, 공학적·창의적 설계 및 도구 제작
[10과탐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내용 목표

과정 목표

•자율비행 드론의 비행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전자 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모형(아날로그) 드론을
제작할 수 있다.
•모형 드론 비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활동을 통해 자율비행 드론에 적용된 기술과 장치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

•미션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다.
•팀원들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첨단 과학기술, 탐구 산출물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STEAM 과목 요소

S 드론의 비행 원리 이해하기
정보

T E 아날로그 드론 제작하기

자료 수집, 자료 분석
[12정보02-03]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도구를

A 스케치, 모델링을 통해 아날로그 드론 시각화하기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학습 준거

주제 개요
야외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드론을 직접 날리는 사람도

단 기술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한 미적인 요소들 자체로도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넘쳐나는 시대이다. 요즈음은 드라마나 영상에서 보이는 공

재료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모형 드론을 직접 제작하고 미

중 촬영 드론부터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택배 드론, 전장에

션을 수행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드론, 실종자를 찾는 드

점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론, 농사일을 돕는 드론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드론 전성

학생들은 드론의 비행 원리를 이해하고, 자율비행 드론에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적용된 기술과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재라는 것뿐만 아니라 드론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 최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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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CD

감성적 체험 ET

훌륭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많아졌으며, 드론과 관련된 영상이나 소식 등이 매일같이

드론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기 충분한

상황 제시 CO

한 모둠별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협업에 대한 긍

• 제시한 상황을 드론과 연계하여 상
황 속의 주인공에게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생각해본다.

•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자율비행 원리
를 적용한 드론을 확인한다.

• 드론을 함께 제작하고 미션을 수행
할 모둠원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
을 파악한다.

• 드론의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준비
물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한다.

• 모둠별로 수행할 미션을 이해한다.

• 준비물을 활용하여 아날로드 드론
을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 모둠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다.
•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통해 프로젝
트 활동을 평가한다.
•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다른 사람들
의 피드백에 대한 수용 능력을 함양
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다.

정적 가치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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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차시명

평가 계획

학습 목표

주요 내용

수행·관찰평가 계획
평가 영역

1

2

알고 싶다!
드론의 비행
원리

아날로그
드론
제작하기

무인 택배 시스템의 개
념과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아날로그 드론을 제작할
수 있다.

제시한 상황 이해하기
- 드론이 갖추어야 할 기능 생각해보기
자율비행 드론에 적용된 기술과 과학적 원리 이해하기
- 제시한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생각해보기

평가 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드론 제작

드론의 비행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드론
을 제작함

드론의 비행 원리를 이해하였
으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드론을 제작하지 못함

드론의 비행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과학적 원리를 적용
한 드론을 제작하지 못함

도전 과제
해결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적용하려 노력함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지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적용함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적 원리를 적용한 해결 방법을
탐색하지 않거나 적용하지 않음

도전 과제
수행
진척도

1차, 2차 도전 과제 수행 결과
에 확연한 진척이 있음

1차, 2차 도전 과제 수행 결과
에 약간의 진척이 있음  

1차, 2차 도전 과제 수행 결과
에 진척이 없음

흥미와
참여도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도전 과제 해결에 적극
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의 흥
미가 있으며 도전 과제의 해결
과정에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도전 과제 해결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약간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창의적
설계

미션 정의 및 제시하기
- 수행할 미션 확인하기
미션 수행을 위한 아날로그 드론 제작하기
- 모둠별로 필요한 재료를 수령하여 아날로그 드론 제작하기
안전 및 유의 사항 안내

감성적
체험

미션 수행하기
- 미션 수행 결과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적용하기

3

미션
컴플리트!

미션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활동 결과 발표하기 및 드론의 활용 가능성 의견 나누기
-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경우 모둠에서 생각하는 원인 공유하기
활동평가
-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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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관찰평가 기록지(교사 평가)
수행·관찰평가

평가
영역
이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콘테스트
해결 방안
및 계획

호기심과
자신감

자기평가
풍등 제작

문제 해결
과정

집중과 끈기

글자 블록과
그림자 놀이

글자
그림자로
그림 그리기

감상

학생 자기 / 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 영역

과목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과학탐구실험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통해 ‘50㎝ 이상 상승하기’와 ‘목
표 지점 도달하기’ 미션에 도전함. 미션에 도전하는 1차 시도에서 드론
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문제와 과도한 상승으로 천장 벽에 부딪혀 드
론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미션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파손
부위는 고무줄과 글루건을 이용하여 고정하였고, 드론이 한쪽 방향으
로 치우치는 문제는 좌우측 고무줄 탄성의 차이로 발생한다는 점을 확
인하고 오른쪽 고무줄을 겹쳐 감는 방법으로 좌우측 고무줄 탄성을 균
등하게 유지하여 문제를 해결함

드론의 비행에 담겨진 작용-반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자율비행 드론에
적용된 기술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모형 드론을 제작함. 또한 제작한 모형 드론으로 미션 수행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정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율비행 드론에 적용된 기술과 과학적 원리, 드론
의 비행 원리를 탐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역량을 보였으며, 모둠 활동
을 기록하기 위해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하여 모둠원 간의 원활한 온라
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함

학생의 성취 수준과 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

기술·가정

텐진항 사고, 네팔 지진, 피자 배달, 드론 택시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쓰임새와 기능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구할 수 있
는 재료들을 활용해 모형 드론을 직접 제작하여 미션 활동에 참여하였
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미션을 성공함

탐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미술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한 모형 드론을 설계 과정에
서 제작하고자 하는 모형 드론을 스케치로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함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평가 척도

평가 기준
상

중

하

기재 상황 예시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흥미, 참여도)
감성적
체험

모둠별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기여했다고 생각하
는가? (성취감, 보람)

자기평가
드론의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창의적
설계
도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탐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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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활동이 협동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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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고 싶다! 드론의 비행 원리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드론의 비행 원리와 미션 수행을 위한 모둠 구성

차시

1/3

과학탐구실험, 기술·가정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학습 목표

과학탐구실험(2. 생활 속의 과학탐구), 기술·가정(4. 기술시스템)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제시한 상황 속의 주인공 사례를 바탕으로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자율비행 드론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이
해하고 미션 수행을 위해 모둠을 구성할 수 있다.
상황 제시

1

문제에 봉착한 ‘지호’의 상황을 통해 자율비행 드론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STEAM

내가 상황 속의
주인공이라면?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자율비행 드론 기술 알아보기

감성적 체험

도전 미션 확인과 모둠 구성하기

준거
주인공 ‘지호’ 이야기를 읽고 지호에게 필요한 드론 이해하기

M4 비행 방향

드론의 비행 원리
이해하기

PPT, 학생 활동지

학생

-

준비물

M1

2

교사

M2

M3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뉴턴의 제3법칙과 짝수 법칙으로 비행 원리 이해하기    

도로 정체로 겪었던 어려움 공감하기
▶▶도로 정체 때문에 약속 시간을 지키기 못한 경험 상기하기
- 자신 도로 정체로 겪었던 경험 발표하기

3

미션 확인과
모형 드론 제작
과정 이해하기

tip 교사가 먼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공감을 불
러일으킨 다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션 확인 및 모형 드론 제작 과정(영상자료 참고) 이해하기

도입

10′

학생 활동지

제시한 상황 속의 문제 해결 방법 생각해보기
꽉 막힌 거리로 중요한 약속시간을 지킬 수 없게 된 지호

4

모둠원
구성하기

모둠 구성 및 역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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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단계

- 극심한 도로 정체로 공항까지 제 시간에 갈 수 있을지 걱정하

교수·학습 활동

- 50㎝ 이상 상승하기 미션

- 목적지가 초행길이고, 약속시간에 맞춰 정체된 도로 대신 공항

모형 드론 제작과정

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기

tip

자료 및 유의점

도전 미션과 모형 드론 제작 과정 안내하기

는 지호의 마음 짐작하기  

도입

시간(분)

이 부분의 Focus는 도로가 정체된다는 점과 목적지까지 초

행길이라는 점을 통해 목적지까지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드론이 있
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tip

것이 중요하다.

50㎝ 이상 상승하기 미션에 성공할 경우 추가 미션(목표 지

점까지 비행하기)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각종 장치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함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비행 드론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자율비행 드론의 현재 알아보기

tip 모형 드론 제작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시하고, 모둠에 따라 다

자율비행 드론의 비행 영상

전개

양한 방법과 재료들을 활용하여 드론을 제작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모둠 구성하기
- 도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모둠 구성하기

- 자율비행 드론에 적용된 기술과 과학적 원리 알아보기
2017 STEAM 수업 -

tip

전개

‘자율비행 드론의 비밀’ 영상

기계적 장치를 통해 자율비행을 하는 드론과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 자율비행을 하는 드론을 소개하여 다양한 방법과 원리를

35′
tip 프로젝트 매니저, 디자이너, 엔지니어, 데이터 관리자 역할을

적용한 자율비행 드론이 있음을 안내한다.

안내하고 모둠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 후에 역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tip 데이터 관리자의 경우 구글 문서를 통해 공유된 학생 활동지
를 기록하고 관리하게 됨을 안내하여 구글문서를 활용하는 데 어려

드론비행의 과학적 원리와 짝수법칙 알아보기

움이 없는 학생이 맡을 수 있도록 한다.

- 뉴턴의 제3법칙(작용-반작용), 짝수법칙
M1

모형 드론 제작하기 안내

M4 비행 방향

M2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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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확인

5′

- 과제물 안내하기 : 1차시 활동 관련 학생 활동지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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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날로그 드론 제작하기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과목

아날로그 드론 제작하기

차시

2/3

과학탐구실험, 미술

수업의 흐름
단원
흐름

활동명

주요 내용

학습 목표

과학탐구실험(2. 생활 속의 과학탐구), 미술(2. 표현)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제시한 영상 및 과정을 참고하여 미션 수행을 위한 아날로그 드론을 제작할 수 있다.
상황 제시

-

STEAM
교수 학습

1

제작 준비물
확인하기

창의적 설계

아날로그 드론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

준거

교사

PPT, 학생 활동지

학생

드론 제작 준비물(기본 16종)

준비물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및 공구 확인하기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5′

모둠별 재료 수령에 필요한

제작 준비물 확인 및 수령하기
▶▶모둠별 제작 준비물 확인하기

▲ 1단계 제작 과정 및 주의사항

tip 제작 영상과 학생 활동지에 제시한 제작 과정은 참고용으로만

▲ 2단계 제작 과정 및 주의사항

활용하며 다양한 방법이나 형태로 제작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2

아날로드 드론
제작하기

학생 활동지

도입

바구니

▲ 2단계 제작 과정 및 주의사항

▲ 3, 4단계 제작 과정 및 주의사항

  

제작 과정
참고 영상
제작 과정 및 방법은 참고용(모둠별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작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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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준비물 수령하기
tip 모둠별로 필요한 제작 준비물을 모둠원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
도록 모둠별 바구니를 비치하고, 모둠에 따라서는 별도로 준비한 재
료들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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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3

자료 및 유의점

차시

미션 컴플리트!

아날로그 드론 제작하기
▶▶드론 디자인하기
수업의 흐름

tip 학생들이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드론
임을 안내한다.
흐름

활동명

1

실제 드론
시범 비행하기

주요 내용

아날로그 드론 제작하기
- 날개, 날개 연결 프레임, 몸체 프레임 제작하기

전개

40′
실제 드론으로 미션 수행 시범 비행하기

2

미션 도전하기

제작한 아날로그 드론으로 미션 수행하기

tip

충분한 양력을 만들고 제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날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기성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정리

제작 과정 기록 확인하기

활동 결과
발표하기

5′

제작 소감 및 모둠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 공유하기   

- 2차시 활동 관련 학생 활동지 기록

4

평가하기

동료평가와 자기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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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미션 도전하기

과목

차시

3/3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미션 도전하기
▶▶제작한 드론으로 미션 수행하기

과학탐구실험, 정보

미션 도전 영상
과학탐구실험(2. 생활 속의 과학탐구), 정보(2. 자료와 정보의 분석)

단원

※ 단원명은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음

아날로그 드론을 이용하여 미션을 수행하며, 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활동 결

학습 목표

과를 공유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실제 드론을 이용한 미션 시범 비행하기

- 미션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찾기

STEAM
교수 학습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

모둠별로 제작한 아날로그 드론을 이용하여 미션 도전하기

tip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션 수행 장소와 모둠 활동이 이

준거

교사

PPT, 학생 활동지

학생

2차시에서 제작한 드론

루어지는 공간의 간격을 충분하게 두고, 미션 도전 순서를 모둠별로
사전에 정하여 모둠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준비물
‘2017 STEAM 수업 미션
도전하기’ 영상

전개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35′

자료 및 유의점

활동 결과 발표하기 및 드론의 활용 가능성 의견 나누기

실제 드론으로 미션 시범 비행하기

- 모둠별 제작 소감 발표하기

▶▶실제 비행 드론을 이용하여 미션 수행하기

- 미션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발표하기
 활동에 도움이 되는 PPT 자
료는 STEAM 사이트(https://
steam.kofac.re.kr)에서 파일로

M1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

M4

비행 방향

10′
M2

M3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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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가 직접 조종을 하고, 미션 수

학생 활동지

tip

발표를 희망하는 모둠을 대상으로 3분 정도 발표 기회 부여,

행에 필요한 드론의 방향 전환, 상승의 과학적 원리 등을 덧붙여 설명

발표 후 다른 모둠과 질의·응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분위기를 조성한다.

8. 자율비행 드론의 비밀? 아날로그 드론으로 파헤쳐보기 313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tip 발표 주요 내용은 미션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모둠

자료 및 유의점

1-3차시

학생 활동지

에서 찾은 해결 방안과 모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드론에

자율비행 드론의 비밀?

적용된 방법이나 장치, 제작 소감 등이다.
활동에 필요한 학생 활동 자료입니다.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에 PDF와
한글 파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하기
- 평가지에 맞게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하기

전개

이 활동을 하면

• 드론을 직접 제작하며 자율비행 드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미션을 수행하며 드론의 비행 원리를 즐겁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가위, 자, 글루건, 칼, 순간 접착제, 니퍼, 롱노우즈, 전동 드릴, 비드, 실, 철사,
책받침(드론 날개), 고무줄, 와셔, 나무젓가락

질문

지호에게 필요한 드론이 갖추어야 할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오늘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
들뜬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쳐서일까? 알람을 듣지 못해 늦잠을 잔 지호.
비행기 출발 시각까지 4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항까지 가는 길도 모르고, 무엇보다 지금은 출근 차량들로 도로가 꽉꽉 막혀버린 상

정리

황. 이대로라면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떠날 수 없다.

커리어 패스

5′

- 커리어 패스 확인하기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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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항, 그리고 출근 차량으로 주차장이 되어 버린 도로를 피해 지호
는 과연 비행기 출발 시각 전까지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을 적어보자.
본인 의견

팀 의견

막힌 차량을 피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드론을 타고 공항까지 간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타고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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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율비행 드론의 원리는 무엇일까?

쿼드콥터 드론의 비행 원리

▶ 두 사례를 통해 자율비행이 가능한 드론에 적용된 원리를 살펴봅시다.

상승 및 하강

좌우 이동(ROLL 이동)

1, 2, 3, 4 프로펠러가 동일한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면 상승하고 느리게 회전하면 하강함

2, 4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왼쪽으
로 이동 1, 3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오른쪽으로 이동

➊

➋

➊

➋

➌

➍

프로펠러
회전 방향

자율비행 드론의 비행 영상
➌

➍

* 같은 색 프로펠러는 회전 방향이 동일함

전후진(PITCH 이동)

제자리 회전(YAW 이동)

1, 2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전진
3, 4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후진

1, 4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반시계
방향 회전 2, 3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
하면 시계 방향 회전

➊

➋

➌

➍

자율비행 드론

➊

➋

➌

➍

영상

✚ 2. 드론을 날게 하는 과학적 원리와 짝수 법칙은 무엇일까?
▶ 드론의 비행 원리를 정리해봅시다.
▶ 뉴턴의 제3법칙(작용-반작용)
드론의 프로펠러 수는 대부분 짝수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고정익기는 프로펠러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원리이다. 드론을 위로 올리는 힘(양력), 지구가 드론을 끌어 당기는 힘
(중력), 드론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추력), 공기가 뒤로 잡아끄는 힘(항력)으로 움직인다.

가 한 개이지만 회전익기는 대부분 프로펠러의 수가 짝수이다. 이것은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
의 힘을 상쇄할 수 있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체
는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체 중심에 연결된 메인
프로펠러와 꼬리 부분에 연결된 프로펠러를 가진 헬리콥터의 경우 꼬리 부분의
헬리콥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몸체는 계속해서 돌기만 하게 된다. 영화 속에서
종종 꼬리 날개가 파손된 헬기가 빙글빙글 돌며 방향을 잃고 추락하는 장면이

✚ 3. 미션과 드론 제작 과정을 확인해보자.

바로 그 상황인 것이다. 또한 하늘을 나는 모든 비행체에 적용되는 힘도 짝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비행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양력)-지구가 비행체

도전 미션과 드론 제작 영상

를 끌어당기는 힘(중력), 비행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추력)-공기가 뒤로 잡아
끄는 힘(항력)이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적용된다.

드론 제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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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의 제작 과정을 정리해봅시다.

✚ 5. 드론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고 모둠별로 준비물을 수령해보자.
▶ 공통으로 제공되는 준비물 확인
준비물
가위

자

글루건

칼

순간접착제

니퍼

롱노우즈

드릴

비드

실

철사

책받침

고무줄

와셔

나무젓가락

헬륨풍선

✚ 4. 모둠을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을 정한 뒤, 각 역할이 하는 일에 대해 정리해보자.
▶ 역할 분담
팀명 :

날아라 다빈치
역할 분야

학번

이름

프로젝트 매니저

101○○

이○○

디자이너

101○○

김○○

엔지니어

101○○

홍○○

데이터 관리자

101○○

최○○

▶ 하는 일
프로젝트 매니저

디자이너
엔지니어

데이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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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며, 모둠원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아날로그 드론을 디자인하며, 엔지니어와 함께 드론을 설계함
디자이너와 함께 드론을 설계하고, 드론의 주요 부분을 직접 제작함
또한 미션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며, 온라인
협업도구(구글문서)를 이용하여 모둠원들이 학생 활동지를 기록할 수 있도
록함

▶ 모둠에서 선택한 준비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준비물

기능과 역할

가위

부품 자르기

자

크기 측정

글루건

부품 간의 붙이기, 조정

칼

부품 자르기

8. 자율비행 드론의 비밀? 아날로그 드론으로 파헤쳐보기 319

준비물

✚ 6. 드론 제작하기

기능과 역할

순간접착제

부품들 붙이기 및 고정

▶ 드론 디자인하기

철사 자르기

니퍼

철사 휘기

롱노우즈

드릴

동축 구멍 내기

비드

날개와 동축, 철사 연결하기
부품들 고정

실

고무줄 걸이 및 날개 고리

철사

책받침

날개

고무줄

날개 동력
동축과 철사 연결

와셔

나무꼬지

프레임 제작

헬륨풍선

비드와 철사 연결

▶ 드론 제작하기(단계별 과정은 참고 자료에 제시)

드론 제작 과정과 영상
▶ 자율비행 드론의 주요 장치와 대체할 준비물
자율비행
드론

아날로그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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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고무줄

기체
프레임

나무젓가락

프로펠러

책받침

배터리

자이로센서

날개 감기 횟수
고무줄 감기 및 고무줄
탄성 조절

GPS

4개 날개
감기 횟수
조절

드론 제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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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제작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적고, 본인의 활동 과정을 찍은 사진을 붙여보세요.

✚ 7. 미션을 도전하며 활동 결과 기록하기 1차(미션 : 50㎝ 이상 상승하기)
▶ 미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개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이 정확해야 하며, 드론이 상승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추력이 필요합니다. 고무줄 감기가 끝난 후에는 비행 전까지 프로펠러를 모둠원들이
직접 고정하고, 비행 신호에 맞춰 고정을 해제하여 미션에 도전해 봅시다.

비행 결과

드론
외형

전면

측면

회차

1
미션
수행

고무줄
감기
횟수

①
결과

발견된
문제

②

조감도

날개 1

날개 2

날개 3

날개 4

상승 높이

10회

10회

10회

10회

0

날아오르지 않는다.
충분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30cm 상승)

③
④

번호

추측 원인

해결 방안

적용 결과

①

양력 부족
양력 부족

고무줄 감기 횟수 증가
고무줄 추가

날아오름
날아오름

②
③
④

주의할 점

322 고등학교 1편

➊ 날개의 연결 방향과 날개의 회전 방향이 정확해야 함
➋ 50㎝ 이상 상승하기 위한 고무줄 감기 최소 횟수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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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미션에 도전하며 활동 결과 기록하기 2차(미션 : 50㎝ 이상 상승하기)

✚ 8. 활동 결과 발표하기

▶ 1차 도전 결과로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50㎝ 이상 상승하기 위한 2
차 도전을 수행합니다.

▶ 모둠별로 활동 결과와 소감을 발표해 봅시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모둠이 미션에 성공했다면 성
공 원인과 문제 해결 방안을 다른 모둠과 공유해 봅시다.

비행 결과

✚ 9. 활동 평가하기
드론
외형

평가 방법

평가 척도

평가 기준
상

전면

측면

회차
미션
수행

1
2

고무줄
감기
횟수

①

결과

평가 영역

발견된
문제

②
③
④

조감도

날개 1

날개 2

날개 3

날개 4

상승 높이

10회
50회

10회
50회

10회
50회

10회
50회

0
30cm

감성적
체험
모둠별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기여했
다고 생각하는가? (성취감, 보람)
자기평가
드론의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설
계하였는가?

날아오르지 않는다.
충분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30cm 상승)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상승한다.
고무줄이 끊어진다.

추측 원인

해결 방안

적용 결과

①
②

양력 부족
양력 부족

날아오름
날아오름

③

날개 간 추력 차이

④

고무줄 강도 부족

고무줄 감기 횟수 증가
고무줄 추가
날개별 고무줄 감기
횟수 조절
고무줄 종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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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흥미, 참여도)

번호

주의할 점

중

창의적
설계
도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탐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동료평가

감성적
체험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활동이 협동적
으로 이루어졌는가?

수직으로 상승함
끊어지지 않음

이전 단계에서 확인한 고무줄 감기 최소 횟수를 바탕으로 4개의 날개에 각각 추가로
고무줄을 감았을 때 상황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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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커리어 패스

▶ 드론 규제

“드론 분류 개선

▶ 드론 개발자

레저용 규제는 풀고 드론입니다.”
“유인(有人) 드론이 위험하다고요?
무인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한 교통수단이 유인 드론입니다.”

정부가 드론 분류 기준을 개선해 완구·레저용 드론 규제는 줄이고 고성능 드론
안전성 기준은 높인다. 업계는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그동안 사용하지 않

올해 초 세계 최초의 유인 드론 ‘이항

▲ [출처 : 서울포럼, ‘이항 창업자 슝이팡’, 2016]

았던 운동에너지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엔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184’를 만들어 세계적 주목을 받은 중국

그동안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 신고,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조종 자격 등 안전

드론업체 이항(Ehang·航)의 슝이팡(熊逸

관리 규제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기능과 사고 발생 시 피해 가능 규모에 따라 △모형

放·27) 공동 창업자 겸 최고 마케팅책임자

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CMO)가 기자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4월

으로 분류기준을 재편했다. 무게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딪혔을 때 피해 정도를 가늠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장난감 박람회

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를 감안한 것이다.

‘하비엑스포차이나’의 이항 부스에서 만난

신고·비행 승인 등 규제는 위험도가 높은 드론일수록 안전성을 위한 비행승인과

슝 창업자는 세계적 정보기술(IT) 업체의 우

조종 자격 등을 까다롭게 했다. 미국·유럽에서도 드론 무게와 함께 운용 특성과 위험

두머리가 아닌 수수한 공대생처럼 보였다.

도를 고려해 분류하고 고성능·고위험 드론 비행에는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 반면 국
토부는 250g 이하인 완구·레저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 덥수룩한 더벅머리, 허름한 회색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드론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들 중 촬영용 카메라 등 장비를 탑

이야기를 꺼내자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가 왜 2014년 4월 이항을 설립한 지 불과 2년

재하지 않고, 최대 비행고도가 20m 이하인 기체를 말한다. 이들 드론은 기체 신고를

만에 세계 드론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젊은 거물이 됐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 않아도 되며, 공항 주변 3㎞ 내에서만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사업용·비사업용
을 가리지 않고 조종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다.

이항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후 항공 촬영, 농약 살포 등에 주로 쓰이던 드론이 교

저위험 드론은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잠정 1400J) 이하로 운행

통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줘 드론의 신기원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

하는 기체를 말한다. 소유주 등록만 하면 되고 조종 자격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히 세계 1위 DJI를 겨냥해 ‘싼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다른 중국 드론업체와 달리 이항은 처

한다.

음부터 ‘자율비행’이란 명확한 콘셉트로 차별화를 추구했다. 올해 2월 미 경제월간지 패스
트 컴퍼니가 이항을 ‘세계 최고 혁신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다.

중위험 드론은 250g~7kg 무게이면서 1400J를 초과하거나 7~25kg 무게지만
1400J 이하에 해당하는 기체다.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
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비행 경력과 필기 시험으로 조종 자격이 주어진다.

[출처 : 권기범 기자, 동아일보, 2016, 12. 15, http://soda.donga.com/Main/3/all/37/797986/1]

250g~25㎏ 드론 비행 승인은 관제권(9.3km), 비행 금지 구역에서 필요하다.
150kg 이하 기체는 고위험 드론으로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 시 비행 승인이
요구된다. 필기와 실기 시험 방식으로 조종 자격이 부여된다. 드론 신고도 해야 한다.
[출처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전자신문, 2018.10.01., http://www.etnews.com/20181001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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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조종사

참고 자료

드론 제작 과정

“계속 선수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요.”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월

∷드론 제작하기

드 드론 프리(World Drone Prix) 2016’ 대
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경기 파주 봉일천
초등학교 6학년 김민찬(12)군은 “전투기 조

✚ 제작 동영상
▶ http://youtu.be/DNX3dKyNJHk

종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 드론(Drone·무인기) 조종 기술을 겨루
는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는 처음
이다.
동축 자르기

중앙에 구멍 뚫기

철사 연결하기

동축 연결하기

날개 자르기

날개 붙이기

김군은 KT의 드론 레이싱팀 ‘기가 파이브(GiGA5)’ 소속으로 이 대회에 참가해 최연
소 출전과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김군은 빠른 시간 안에 코스를 완주해야 하는 ‘레
이싱 부문’에선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약 3분 동안 묘기를 뽐내야 하는 ‘프리스타일

(1단계)
날개 제작

부문’에선 공중 제비돌기 등의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프리스타일 부
문에는 당시 세계 랭킹 1~4위 선수가 모두 출전했지만, 김군이 이들을 따돌렸다.
[출처 : 김봉기 기자, 조선일보, 2016.04.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0135.html]

(1단계)
날개 제작

1단계 제작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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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끼우기

비즈 붙이기

비즈 고정하기

(2-1단계)
날개 제작

프레임 교차하기

연결 부분 묶기

(3단계)
몸체 프레임 제작

연결 부분 실로 묶기

고리 만들기

몸체에 붙이기

3단계 제작 시
주의사항

4개의 날개에서 발생하는 추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몸체 프레임은 단단한 재질
로 제작해야 하며, 90도 간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2단계)
날개 제작
프레임 간 연결하기

2단계 제작 시
주의사항

연결 부분은 실, 글루건,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하며, 비즈 구멍
안으로 접착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연결 부분 실로 묶기

고리 만들기

프레임에 붙이기

하단 고리 만들기

고무줄 연결하기

4개 만들기

모든 프레임 연결하기

덮개 부착하기

(4단계)
날개 프레임과
몸체 프레임
연결하기

4단계 제작 시
주의사항

몸체 프레임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드론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공기의 저항을 줄
일 수 있도록 덮개를 제작한다.

(2-3단계)
날개 프레임 제작

(2-4단계)
날개 프레임 제작

2단계 제작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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