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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회에서는 AI 교육 기반의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기존에 한국 과학 창의
재단 및 이화여대 이종원 교수팀에서 개발된 STEAM 프로그램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야외조사활동 HEAT
Busters! - 학교의 새는 열을 찾아라’를 응용하여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교내 환경
개선 스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차시들은 AI 교육을 기반으로 라즈베리파
이, 아두이노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두이노 비접촉식 체온계 디자인을 선정하여 제작하고,
라즈베리파이 코딩을 활용하여 스마트 미러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수업을 하였으며 이후 STEAM 부스 전
시회 및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활동을 공개하였으며 환경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공간들에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
생 스스로 고민하고 이를 전교생이 공유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발산적 사고를
통해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를 통해 AI, IOT 등의 미래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라즈베리파이, 코딩 등을 활용하는 수업의 경우 자칫 수업의 중심이 키트를 조립하거나 코딩 수업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학생 스스로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획자가 되
고 이를 학교 및 학급이라는 공간에서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여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여 실
현해나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자 하였다. 통합적인 사고와 자발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며 AI 등의
첨단 기술에 실제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키트의 제작
이 목적이 되는 수업이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들을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여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고 이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하도록 수업을 기획하였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코딩 등의 프로그램을 배우는 수업이나 라즈베리 파이 등을
접할 기회가 매우 적으므로 오픈소스 코딩을 활용하여 이를 수정하고 기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AI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수많은 방향의 개발 사례가 있음을 알고 수많은 프로토 타입의 기기들을
알고 그 중 한 모델을 선정하여 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구상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KAIST 사이버 영재교육사이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밀’ 온라인 특강을 사전에 수강하도록 하여 의과학
대학원, 신소재 공학과, 생명과학과, 수리과학과 등의 여러 학과와 연계한 나노물질, 신경과학, 전염병 확산
과 수학적 모델링, 항바이러스 마스크 개발 등의 강의를 통해 학생 각 개인의 분야별 관심사와 관련하여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실제 산출물의 제작으로 연결되
게 하였으며 제작 과정에서 당연히 겪게 되는 난관을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팀 협
업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AI의 발전 과정과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을 스스로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분야들의 사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질문
에 대해 ‘소크라테스 대화법’1)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검색 정보 및 자료 수집 방법을
알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하였다. “AI의 윤리적 문제점, 머신러닝과 딥러닝
의 차이점, AI 활용 분야와 변화 가능성, 전염병 확산 과정, 선별 진료소의 효율적 입지 등등 다양한 의문
점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활용 및 확산을 위해 KAIST STEAM 심화과정 교사 연수의 멘토로 참여하여 본 프로그램 수
업을 나누고 수업 산출물과 부스 전시회 자료 등을 공유하였다. 수업의 기획 및 진행과 결과들을 공유하
여 STEAM 교육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내 상설 전시회 및 기기 시연, 캠페인 활동 등을 전
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STEAM 교원학습공동체의 연수 과정으로 관련 강의를 편성하여 수업 나눔을
하고, 본 프로그램을 교내 동아리 활동, 영재 학급 수업 등에서 응용하여 수업할 예정이다.

1) 류재명, 1993, “지리 수업에서의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활용”, 『교육연구』, 제3권,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pp.137-159

2. 서론

◦ 한국창의재단 STEAM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개발 교수팀과의 팀티칭 및 고등학교 현장 적용 경험을 바
탕으로 한 새로운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활동 사례와 확산 매뉴얼 개발
◦ 교과 연계 STEAM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사례 제시를 통한 교사 STEAM 교육 역량 제고
◦ 도서관 및 모바일테크놀로지를 활용한 STEAM MAKER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3. 연구 수행 내용

가. 연구의 목적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 학생들은 팀활동 및 토의를 거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STEAM 수업에 참여하여 개인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
품을 제작한다.
- 다양한 리소스의 활용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학생들의 인지적 툴로서 활용한다.
- 학생들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의 획득방법과 그 신뢰성을 사
전에 고민하여 계획하고 전염병 이후 변화된 학교 환경에서 실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한다.
- STEAM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 방법이나 소재 등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두지
않음으로써 창의적 설계를 경험하고 학생 스스로 당면한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차시 간의 시간을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축적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STEAM 산출물을 학교 및 학급에 설치하여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확산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 연구의 범위
1) 대상학생 : 덕원여고 3학년 9개 학급 225명 ( 인문 중 4학급 91명 / 이공 5학급 120명 )
덕원여고 영재학급 1학년 20명

합계 245명

2) 연구주제 : 전염병(코로나-19) 대처를 위한 AI, IOT 활용 학급관리 SYSTEM
3) 연구기간 :
2020. 05. 06.(수) ~ 05. 08.(금) 코로나19 대응 선별 진료소 설치 수학과제 실행
2020. 05. 11.(월) ~ 05. 15.(금) 코로나19 대응 AI 사례 이해 포스트 코로나 변화예측
2020. 05. 13.(수) 융합인재교육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
2020. 05. 18.(월) ~ 05. 19.(화) 융합인재교육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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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08.(월) ~ 06. 15.(금) 학급 관리 AI, IOT, 아두이노 제품 제작
2020. 08. 10.(월) ~ 08. 14.(금) STEAM 부스전시회 및 캠페인

4) 대상교과 : 세계지리,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수학과제탐구, 화법과 작문

5) 개발 프로그램(전체 12차시)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설치
수학과제 실행

AI 활용

AI·IOT활용
라즈베리파이

포스트코로나

스마트

변화 예측

러 제작

미

아두이노 ·3D프 산출물 제작 /
린팅 활용 비 공유 및 평가
접촉식 휴대용 / 부 스 전 시 회
체온계 제작
및 캠페인

다. 공유 및 확산
산출물 체험 부스 전시회 – 인근 중학교 및 본교 전교생·교사 대상
실험 결과 및 수업 과정 게시물 상설 전시 – 본교 로비 / 2020. 1학기 및 2학기
뱃지 제작 및 캘리그래피 책갈피 제작 체험 – 본교 전교생·교사 대상 / 2020.10
수업 지도안 책자 제작 및 배부 – 본교 전교사 대상 / 2020. 10

* STEAM 수업 및 산출물 사진

1. STEAM 수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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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산출물 - 3D프린팅 케이스 제작

3. STEAM 수업 교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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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1)KAIST와 알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밀 온라인 특강 연계 사전수업 진행
일시 : 2020. 05. 18.(월) ~ 05. 21.(금)
온라인 특강 – KAIST 사이버영재교육 사이트
코로나19,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릴레이 특강
KAIST와 함께 알아보는 바이러스의 비밀
2020.05.22.(금)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신의철교수 KAIST 의과학대학원
2020.05.29.(금) 또 하나의 나노물질, 바이러스 염지현교수 KAIST 신소재공학과
2020.06.05.(금) 바이러스와 신경과학 서성배교수 KAIST 생명과학과
2020.06.12.(금) 전염병의 확산과 수학적 모델링 김용정교수 KAIST 수리과학과
2020.06.19.(금) 항바이러스 마스크 개발 나노섬유 김일두교수 KAIST 신소재공학과

(2)창의 주제 R&E 프로그램 운영(전교생 대상)
-변경․신설 사유 : 1, 2학년의 융합 주제 탐구에 대한 관심 확산을 목표로 신설
본 프로그램 심화 탐구를 위해 창의주제 R&E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교생 대상 실시
개인별 탐구 및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생기부 기록

(3)교과 수업 내 ‘창의 주제 발표’ (고3 9개 학급 225명 대상)
- 변경․신설 사유 : 교과 수업 내 STEAM 프로그램 실시 이후 학생 개인별 희망학과와
연계하여 심화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후 희망자는 STEAM 주제 관련 자소서 첨
삭 지도
본 프로그램 주제의 심화 탐구를 위해 창의 주제 발표를 교과 수업 중 실시
개인별 탐구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여 발표
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생기부 기록

(4)개인별 자소서 첨삭 지도 (고3 인문 6학급 중 희망자 10여명/ 방과 후 1인당 4회 6시간
이상)
- 변경․신설 사유 : 융합 학과 및 환경, 생명 등 관련 학과 외 법, 자유전공 희망 학생 등
STEAM 수업 중 개인별 장점과 성장 등을 자소서 첨삭 지도를 통해 개인별 지도함.
STEAM 관련 학과 희망자 개인별 자소서 첨삭 지도
개인적인 궁금증을 논문이나 해외 최신 자료 등을 조사하고 이를 수업 중 발표할 수 있
도록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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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시회 – 산출물 및 결과 본교 상설 전시
일시 : 2020. 08. 14.(금) ~ 2학기까지 실시 예정
장소 : 본교 본관 1층 로비 및 과학관 1층 복도 – 본교생 및 교사 등 대상

마.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1) STEAM 수업 적용 학생 성취도 평가 방법
가) 세계지리의 [12세지01-01] [12세지03-03] [12세지08-03] 성취 기준의 지식, 기능, 태도 영
역은 학교 교내 환경 상황에 맞는 전염병 대처 방안 및 스마트 미러 제작, 전시 및 홍보 활
동을 통해 수행평가로 실시한다.
나) 수학과제탐구 [12수과02-01] [12수과02-02] [12수과02-03] 성취 기준의 지식 영역은 지필
평가로 평가하고, 기능과 태도 영역은 선별 진료소 지점 설정 탐구 결과에 따라 수행평가로
평가한다.
다) 생명과학-[12생과Ⅰ01-02] [12생과Ⅰ01-03] [12생과Ⅰ03-06] 성취 기준의 지식영역은 정
기고사의 지필평가로 평가하고, 기능과 태도 영역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산출물 디자인
및 제작 실험을 실시하여 학급 관리를 위한 기기를 제작 설치하고 실험하여 이를 수행평가
로 평가한다.
다) 화법과 작문-[12화작02-06] [12화작03-01] [12화작03-03] 성취 기준의 지식 영역은 지필
평가로 평가하고, 기능과 태도 영역은 STEAM 홍보 부스에서 지역 모니터링 데이터를 설명
하는 글쓰기 및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말하기를 하고, 이를 생활기록부 상에 기
록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제시
수업 교과 교사와 사서 교사가 함께 협의하여 STEAM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희망 진로, 희망
학과와 관심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독서활동을 참고하여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 문항을 작성하고 이를 과목별 기재 내용으로 분류, 과목별 기록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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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수업 적용 전·후 학생 태도검사와 수업 적용 후 학생 및 교사 만족도 조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STEAM 교육 지원연구단’에서 제공하는 태도검사와 만족
도 조사지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분석함.

마.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및 STEAM 프로그램 개발 능력 향상
- 학기말, 학년말 전환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고등학교 현장에서 STEAM 활용 가능성
증대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 동아리 및 상설반 활동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교과수업
의 STEAM 프로그램 이후 이를 동아리 활동에서 심화하여 진행함으로써 현실의 문제 상
황 해결 시에 직면하는 여러 난관의 극복의 경험 제공
-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고 STEAM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문제
점 및 개선 방안 모색
- 한국창의재단 STEAM 프로그램 개발 교수팀과의 팀티칭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통해보
다 내실 있는 STEAM 프로그램 활용 방안 모색
-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교사들의 STEAM 수업 실천 의지 제고

◦ 연구결과 활용 및 확산 방안
1) 교내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가) 교사 대상 홍보와 안내
STEAM 프로그램 개발 · 적용 참고 사이트 https://steam.kofac.re.kr/ 및 KAIST STEAM
우수사례집 등을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한국창의재단 개발 프로그램의 수업 적용 방법을
제시함
나) 사서 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도서관 협력 STEAM 수업 SYSTEM을 정착
교내 도서관 및 전자 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관련 도서들을 수업 이전에 세밀하게
기획하여 활용하는 과정을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공개함. 사서교사가 STEAM 수업을 안내
하고 홍보함으로써 STEAM 수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다) 교원학습공동체 및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과정 활용
2019 도서관-사회과 창의융합수업연구회 교원학습공동체의 직무연수 과정(45시간)
을 활용하여 교사들 간의 STEAM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여러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및 개선 방안을 나눔
라) STEAM 수업 콘서트를 연2회 개최하여 STEAM 수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
마) 교사 대상 STEAM 수업 설명회를 실시하여 STEAM 수업의 필요성과 수업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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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바) STEAM 수업 산출물 전시회를 상시 진행하여 전년도 산출물과의 비교 등을 통해 참
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사) STEAM MAKER의 미래 환경 변화를 개선하기 위한 발명품을 각 학급에서 실제 사
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으로써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개선 방안을 심화하여 모색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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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생 STEAM 융합인재교육 만족도 조사 (고등학교 3학년 154명)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0

0.6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37.7

48.1

100%

1. 인적상황 ( 고등학교 3학년 / 여학생 )
2. STEAM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13.6

0.6%
0

3. STEAM 수업은 재미있었나요?

99.4%
1.3

16.8

1.9

13.5

1.3%
0

4. STEAM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0

51.6

98.7%

1.9%

5. STEAM 수업의 내용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30.3

32.9

51.6

98.1%
3.9

60.6

3.9%

22.6

12.9

96.1%

6 ~ 7번 문항
0.6

8. 앞으로도 STEAM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습니까?

1.3

19.4

1.9
0.6

[9.수업만족도] 9-1. 나는 수업이 재밌어졌다.

1.9

16.1

0.6

18.2

2.5%
0.6

9-2. 나는 학습 내용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0.6

9-4. 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5.2

31.2

4.5

23.2

9-5. 나는 수업 관련 책 읽는 것이 좋아졌다.

3.2

33.5

9-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0

21.9

9-7. 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끝까지 해내게 되었다.

1.3

14.2

0

9-9. 나는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 지으려고 노력하였다.

0.6

20.6

3.2

16.9

0.6

9-11. 나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였다.

3.2

18.1

1.3

14.2

0

9-13.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2.6

22.9

0.6

16.8

9-14. 나는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존중하였다.

0

16.8

9-15. 나는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0

10.3

9-16. 나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0

11.6

0

9-18. 나는 수업 주제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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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41.3

29.2

50

40.6

37.4

34.8

49.7

34.6

39.9

38.1

44.5

28.4

61.3

31.6

58.1

35.5

52.9

100%
2.6

18.8

6.5

24.7

2.6%
1.9

44.5

100%

0%

9-17.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40

100%

0%
0

39.4

99.4%

0%
0

38.1

97.4%

0.6%
0

25.2

98.7%

2.6%
0

36.8

96.2%

1.3%

9-12. 나는 의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하였다.

31.6

96.2%

3.8%
0

40

99.4%

3.8%

9-10. 문제해결에 여러 교과 내용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29.9

98.7%

0.6%
0.6

33.1

99.4%

1.3%

9-8. 나는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았다.

36.4

95.5%

0.6%
0

44.2

94.9%

4.5%
0.6

40

94.2%

5.1%
1.3

41.3

98.8%

5.8%
0.6

38.7

97.5%

1.2%

9-3. 나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40

98.1%

33.8

44.8

97.4%
30.5

92.6%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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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융합인재교육 수업 이후 긍정 응답이 만족도 99.4%, 재미 98.7% 외 적극적 참여 98.1%,
지속적 수업 희망 98.1%으로 나타났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한 가지 문제
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았다,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생각을 표현했다 등에서 99% 이상의 긍정 답변
이 나타났다. 특히,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존중하였다, 친구들과 협력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
다,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등에서 100% 긍정 답변이 나왔으며 STEAM 수업을 통
해 협력과 소통하여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명
선행

STEAM
프로그
램 구분

전염병(코로나-19) 대처를 위한 AI, IOT 활용 학급관리 SYSTEM
해당없음

프로그램명
학교급

고등학교

중심과목

세계지리

연계과목

개발계획

대상 학년(군)
1~3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 (1)세계화와 지역화의 이해
영역

수학과제
[고등학교] (2)과제탐구의 실행 및 평가
연계과목
탐구/화
[고등학교] (2)화법의 원리
법과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3)작문의 원리
작문
차시
주제 연번
과목 연계(안)
(시수)
1
3
수학과제탐구(1)+세계지리(2)
2
3
수학과제탐구(1)+세계지리(2)
3
2
세계지리(2)
4
4
세계지리(1)+화법과 작문(1)
5
4
화법과 작문(2)

개발·적용
※ 2020. 11. 20. 기준, 16차시 중 16차시 개발 및 16차시 적용 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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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수행 결과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수행 계획

총 16차시
2020. 05. 01. ~ 2020. 11. 20.
덕원여자고등학교 245명

사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고등학교 3학년 9학급 및 영재학급)
5월 1일, 2개 학급(154명) 실시 완료
9월 16~24일, 9개 학급(154명) 실시 완료
9월 16~24일, 9개 학급(154명) 실시 완료
2020. 7. 15. 3교시(13:00~13:45) 수업공개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2020. 10. 25. ‘STEAM 산출물 부스전’ 개최

학생 태도검사

2020. 10. 01.~ 12. 31. ‘STEAM 상설전’ 개최

5. 결론 및 제언

※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 코로나19 관련하여 모둠 활동을 지양하는 상황에서 6인 1모둠 등에서 2인 1모둠 등으로
모둠 구성인원 수가 줄어들어 한 학급당 제작산출물 개수가 늘어나서 물품비가 증가함.
- 온라인 실시간 수업 등 학교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KAIST 등의 온
라인 특강이 무료로 진행되어 수준 높은 강의로 사전 수업을 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음.
- 모둠 활동에서 다수의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이를 부스 전시회 및 캠페인 등으
로 홍보 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운 상황이라 학생들도 많이 아쉬워함.
- 현재 당면한 세계적 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주제로 정하여 학생들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었음.
- STEAM 선도학교 담당자로 STEAM 교사연구회를 함께 진행하면서 교내 교사들의 관심
이 증대되고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STEAM 프로그램에도 함께 하고자 희망하는 교
사들이 팀티칭을 진행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었음.
- 교내 교사 및 다른 학년 학생들도 교내 상설 전시와 부스 전시회를 통해 관심이 증대되
었으며 수업하지 않은 학년의 학생들이 STEAM 수업 개설 등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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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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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 참가 학생 생활기록부 예문

예시1
‘열화상 카메라 활용 학교의 새는 열을 잡아라 활동’에 참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
석하여 에너지절약 건축 디자인 및 제작으로 단열 실험을 함. 실제 학교에서 에너지가 낭비
되는 지역을 가설로 설정하고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및 대책
을 정리하여 발표함. 에너지 관련기관 연구원 및 건축전문가들이 열이 손실되는 지점을 조
사하고 보완하기 위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따라서 소그룹으로 건축 모형을 제작하고 단
열실험을 함. 단열 전의 집 모형에서 생각보다 많은 벽면과 틈에서 에너지가 새는 것을 확
인하고 접합부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벽면과 단열재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여러 개
의 단열층을 만들어 냄. 건축물 벽면 내부에 들어가는 단열재 외에도 일회성이 있는 단열
물품들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함.

예시2
‘열화상 카메라 활용 학교의 새는 열을 잡아라 활동’에 참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
여 에너지절약 건축 디자인 및 제작으로 단열 실험을 함. 비접촉식 계측기기를 통한 고열환
자 구분을 알고 생체정보 계측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으로 실제 학교에서 에
너지가 손실되는 곳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촬영하여 데이터 수집을 함. 특히, 모둠의 조
사지역 선정을 주도하였으며 패시브 하우스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의료
분야에서 자기공명영상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뇌의 정확한 위치측정이 가능함을 찾아
보고자 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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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TEAM 프로그램
전염병(코로나-19) 대처를 위한 AI, IOT 활용 학급관리 SYSTEM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교과

단원

성취기준
[12세지01-01] 세계화와 지역화가 한 장소나
지역의 정체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조

(1) 세계화와 지역

사하고,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간적 상호작용에

이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2세지03-03] 세계도시의 선정 기준과 주요

세계지
리

특징을 이해하고, 세계도시체계론과 관련지어
(2) 세계의 인문환

세계 도시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위계 관계를

경과 인문 경관

탐구한다.

(5) 공존과 평화의

[12세지08-03]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

세계

구촌의 주요 노력들을 조사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12생과Ⅰ01-02]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을 이
해하고,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성을 예를 들

(1)생명과학의 이해
생명과
학

어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Ⅰ01-03] 생명과학 탐구 방법을 이해하
고 생명과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탐구 방

(3)항상성과

몸의

조절

법을 비교할 수 있다.
[12생과Ⅰ03-06]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우리
몸의 특이적 방어 작용과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이해하고,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사례
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2수과02-01]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에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문제를 구체화 할

수학과

(2)과제 탐구의 실

제탐구

행 및 평가

수 있다.
[12수과02-02]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적절한
탐구 방법을 찾아 탐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2수과02-03] 탐구 계획에 따라 탐구를 수행
할 수 있다.
[12화작-2-06]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

화법과
작문

(2) 화법의 원리
(3) 작문의 원리

성하여 발표한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
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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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프로그램 총괄 표
교실/

한다.

전자도서관
코로나-19 전염병
대비를 위한

평면 분할의 방법으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다이어 그램을 돌려본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서 분할된 다각형과 행정구역을 연관짓고 GIS

CD

프로그램의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별 진료소가 적절하게 분포

1-3/12

2단계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로노이

CD

선별진료소 설치
수학과제 실행

선별 진료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분포에 대해 탐구 문제를 설정

Co

1단계

되어 있는지 고찰한다.

교실

전염병에 대비한
AI활용 사례 이해
포스트코로나
변화 예측

Co

전염병에 대비한 AI 등의 활용사례를 이해한다.

CD

AI를 활용한 전염병 분석 및 전염병 진단 키트 제작, 빅데이터를 통
한 감염병의 진단 및 확진자의 이동경로 분석, 어플리케이션, QR 코
드 활용 공공이용시설 방문자 관리 등등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분야
별로 분류하여 각자 발표한다.

4-6/12
학교/
3단계
학교주변
학급관리 AI, IOT

CD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하여 스마트 미러를 제작한다.

CD

구글 어시스턴트 등을 활용하여 전염병에 대비하여 학급 관리에 필

제품제작
스마트 미러 제작
비접촉식 체온계 제작

요한 사항을 찾아보고 창의적으로 SYSTEM을 제작 설계한다.
ET

제작한 산출물을 교실 및 공공 장소에 부착 후 장기간 사용한다.

사용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제작한다.

7-9/12
4단계

교실

ET

를 전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말하기를 통해 홍보한다.

산출물 제작 /
공유 및 평가
10-11/12
5단계

교실

지역사회의 공공건물 및 지역도서관에 부스를 마련하여 스마트 미러

지역주민들에게 전염병 대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전체 과정에 대한 학생 상호 평가, 교사 평가를 진행한다.
Co

지역사회의 공공장소에 전염병을 대비하는 스마트 미러를 설치하여
전시하고 관련 정보를 설명하는 말하기를 통해 홍보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한

CD

역 주민 및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심화 및 공유
12/12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배지 및 환경제품을 디자인 및 제작하고 지

ET

지역주민들에게 전염병 대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 상호 평가, 교사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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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별 차시 개발 계획
가) 과목별 수업 개요
과목

성취기준 연계 수업 주제

수업 방법
라즈베리파

세계지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이후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
아보고 라즈베리파이, IOT, AI를 활용하여 스마트 미러를 제작 설치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 및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분
석하여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제작하여 홍보한다.

이 활용
스마트미
러 제작
구글

활용

학급 관
리

세계지리 교과의 수업을 바탕으로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을 활용하여
생명과학의 다양한 탐구방법을 활용한다.
생명과학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몸의 특이적 방어 작용을 예측하고 관련 질
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제품을 디자인하여 제작 설치하여
학교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코로나 비아러스 감염증-19 확산 현장에서 선별진료소의 중요셩을 이해
하고 그 분포에 대해 탐구 문제를 설정한다.

수학과제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울 지역의 선별 진료소로 지정된 병
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GIS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인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탐구한다.

탐구

화법과
작문

팀 활동
환경개선제
품 사용
등

인근 중학생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전염병에 대비한 스마트 미러 제품에
대해 활용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설명하는 글쓰기를 한다.

팀 활동

지역 주민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
성하여 발표하는 말하기를 한다.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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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세계지리

중심과목
성취기준 [세계지리][12 세지 01-01]
영역

학교급/학년(
고등학교/3 학년
군)
[12세지01-01] 세계화와 지역화가 한 장소나

주제(단원)명 (1) 세계화와 지역이해

중심과목 지역의 정체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성취기준 조사하고,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간적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차시

1~6/12

1.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본다.

학습목표

2. 라즈베리파이, IOT, AI를 활용하여 스마트 미러를 제작하고 코딩을 수정하여 교내에 적합
한 시스템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를 제작하고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다.

연계과목

생명과학,
수학과제탐구,
작문

물리, 연계과목 성
[생명과학] (1)생명과학의 이해
화법과 취기준 영
(3)항상성과 몸의 조절
역

S 바이러스의 이해, 코로나-19
T 아두이노 활용 비접촉식 체온계 제작
STEAM
E 라즈베리파이 활용 스마트 미러 제작
요소
A 3D 프린팅 활용 산출물 케이스 디자인 및 제작
M 아두이노 및 라즈베리파이 코딩
개발 의도 AI, IOT 에 대해 이해하고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스마트 미러를 제작할 수 있다.

코로나-19 라는 전세계적 전염병 상황에 당면하여 학교 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급 내 시스템을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AI, IOT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열화상카메라, 온도센서 등을 활용하여 이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상
STEAM
황
학습
제
준거
시

코로나 19 로 인하여
확진자가
늘어나고 학교 내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다.

창 AI, IOT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의
이해하고 아두이노,
적
라즈베리 파이 등을
설
활용하여 코로나 19 에
계
대응하는 제품을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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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산출물을
실제 사용하면서
팀원들과 장단점
등을 나눈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도입

Co

( 10
분)

ET

바이러스의 이해 – 코로나 19 및 전염병의 이해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의 이해 –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을 보고 인공지
능 및 활용을 이해한다.

Co

우리 학교 코로나 19 대응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학교내 실천방법 찾기 (10 분)

- 팀별 조사 및 토의
- 팁! 팀원 개인별 세부역할을 표로 작성하여 평가시 활용함을 안내한다.

Co

열화상카메라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 열화상카메라의 이해 및 활용사례 조사
- 열화상카메라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입지 선정
-

Co

ET

교내 다수 학생들의 체온 실시간 확인 및 나눔

아두이노 비접촉식 체온계 제작
- 아두이노 코딩의 이해

전개

- 3D 프린팅의 이해 및 실습

( 160
분)

- 비접촉식 휴대용 체온계 제작
아두이노 코딩 작성 및 수정
온도 센서
3D 프린팅 케이스 제작
ET

Co

산출물 발표 및 나눔

AI 인공지능 및 IOT 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미러 제작 설치
- AI 의 이해 및 발달과정과 활용사례 분석(팀활동)
- IOT 의 이해 및 사례분석
- 라즈베리파이의 이해 및 활용사례 분석
- 스마트미러 제작 : 코딩 작성 및 수정
-

정리

ET

( 10
분)

ET

ET

교내 설치 및 활용방안 탐구 / 산출물 발표 및 나눔

제작한 산출물을 교실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장단점 및 개선할 부분을
찾아본다.
관련된 기능 개선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이를 팀원들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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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Tip!

학교급/학년(
고등학교/3 학년
군)
[12수과02-01]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에 탐구 주제
[수학과제
탐구]
를 선정하고 탐구 문제를 구체화 할 수 있다.
중심과목
(2)
과제 중심과목
성취기준
[12수과02-02]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적절한 탐구 방법을
탐구의 실행 및
성취기준
영역
찾아 탐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평가
[12수과02-03] 탐구 계획에 따라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
코 로 나 - 1 9
주제(단원)명
선 별 진 료 소
차시
1/12
분포도
선별 진료소의 위치가 전염병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중심과목

수학

학습목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고 이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별 진료소의 위치를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연계과목
S
T
STEAM
E
요소
A
M
개발 의도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진료소 분포를 Geogebr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찾을 수
있다.
연계과목
수학
성취기준 세계지리, 물리, 생물
영역
바이러스의 이해, 코로나-19
Geogebra 프로그램으로 인구 분포 및 입지 요인 분석
인구빅데이터, 다각형의 특징을 활용하여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 설정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선별진료소의 위치 선정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이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선별진료소의
수, 위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Geogebr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절한 선별진료소의 위치를 표시하고 이를 실제 선별진료소 위치와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검사 시간이 지연되어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선별진료소에서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선별진료소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수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므로 적절한 분포 모양을 생각하여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포
모양을 구하기 위한 방안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개념을 활용하여 모색해본다. 해결 방안을
찾으면 실제 선별진료소 위치와 비교해보고 적절한 방안인지 고찰해본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상 선별진료소가
STEAM
황
학습
포화상태면 어떻게
제
준거
시 될까?

창
선별진료소 분포 모양에
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적
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설
선별진료소 분포도 제시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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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별진료소
분포도와 비교하여
분석

감
성
적
체
험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Co

선별진료소가 포화상태면 어떻게 될까?

도입
뉴스 및 동영상을 보고 선별진료소 포화상태에 따른 문제점과 선별진료소의
(
중요성 인식
10
분) 선별진료소 포화상태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 추측
Co

CD

전개
(
35
분)

우리 지역의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구수 대비 선별진
료소의 수가 적절한가?
선별진료소의 분포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조사

지역민 수, 선별진료소의 수, 진료에 걸리는 시간, 하루 방문자 수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조사

CD

선별진료소의 적절한 분포도 제시

Geogebra 프로그램에서 지도를 불러오고 조사한 데이터와 보로노이 다이어
그램 개념을 활용하여 선별진료소의 적절한 분포도를 제시

ET

공유 및 성찰

정리 실제 선별진료소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성찰하는 과
정 경험
( 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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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5. 교사용 및 학생용 자료

가. 열화상카메라의 이해 및 활용사례
◉ 열화상 카메라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영상을 보고 생각해보자.

EBS 클립뱅크

“열화상 카메라가 뭐지?”

동영상(5분)을 통해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 원리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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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자.
Ÿ

열화상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Ÿ

왜 우리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까?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 에너지 중 열적외선 파장을 측정
해내는 장치이다. 물체마다 전자파를 방출, 반사, 흡수, 통과 시키는 양이 다르며
열화상 카메라는 이를 감지해내게 된다.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
선의 양을 통해 온도를 측정한다. 온도 분포가 높은 곳은 방출하는 적외선의 양
이 많으며 장파장의 적색, 낮은 곳은 적외선 방출양이 적고 단파장의 청색으로
표현한다.

물체에서 복사된 에너지의 일부는 물체를 투과하거나 복사 또는 반사된다. 이때 복
사된 에너지의 파장은 물체의 성질 또는 주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열화상 카
메라의 장착된 이미지센서는 이를 감지하여 스펙트럼을 이루는 색상들로 영상을
보여준다. 이미지 센서가 좋을수록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원
리를 활용해 열화상 카메라는 인간이 시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상
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있
다. 인간의 눈은 빛의 스펙트럼에서 아주 일부분인 가시광선만 인지할 수 있다.
가시광선은 약 0.4-0.7㎛의 가장 긴 파장으로 보라색에서 붉은색까지의 색상으로
나타난다. 적외선과 같이 다른 종류의 파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수 센서인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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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의 활용
열화상 카메라는 가장 처음 군사용으로 탄생했다. 야간전투나 안개·연기가 자욱한
전투현장에서 적들을 찾아내기 위해 처음 개발됐다. 해군의 경우 바다를 순찰할
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상을 찾아내고, 확인한다. 바다의 경우 기상 상
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열화
상 카메라를 활용하면 기상 상황이나 야간 시간대에 구애를 받지 않고 불법 조
업 등에 대한 순찰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시 대상이 일반 전동 보트가 아
닌 특수한 동력을 사용하는 보트인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체온
을 인지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더나 선박 자동식별 장치 기술과 함께
사용하여 해군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실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키거나 해적에 대한 순찰, 군사작전에 대한 해군 지원 등의 경우
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야간 마약 밀매단을 검거하는 모습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ickr_-_Official_U.S._Navy_Imagery_-_Alleged_drug_traffickers_are_arres
ted_by_Colombian_naval_forces..jpg)

열화상 카메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
만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열화상 카메라의 다양한 용도
중 하나는 화재 사고에서 연기로 인해 소방관들이 주위를 볼 수 없는 사고 현장
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
서는 어둠 속에서도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화상 카메라는 소방관들
의 눈이 된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FSX(Flexible Scene

Enhancement) 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의 윤곽과 선명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
한 동영상 녹화 기능을 통해 화재현장을 정확히 기록하고, 진화 작업에 대한 사
후 평가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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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detector van과 단속을 통해 촬영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집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126635/Now-council-chiefs-sending-heat-detector-vans-street--snoop-wasters.html)

영국의 샐포드(Salford)시에서는 집에서 새는 에너지를 찾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벤을 활용해 단속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샐포드시는 사람들이 가장 난
방을 많이 하는 때인 가을, 겨율,초봄의 저녁 7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열화상사
진을 촬영하고 있다. 2~3주 후 각 집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과 함께 어떻게 하
면 에너지와 돈 낭비를 줄일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설명함으로써 문제 완화 방
안을 제안해주기도 한다. 이런 활동('Heat Seeker') 25개 이상의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 배출 저감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한국전력공사가 송변전설비의 이상을 파악하기 위해 글
로벌 열화상 전문기업 플리어 시스템즈(Flir Systems)의 장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기 분야에서는 발전설비부터 송·변·배전설
비와 수용가측 전기설비까지 대부분 설비의 상태 이상을 감시하는데 열화상이
활용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저탄장에서 석탄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열
화상을 이용한 화재감시 시스템이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변압기·개폐기의 절연
가스로 사용되고 있는 SF₆ 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개발됐다. 설
비의 상태 이상뿐 아니라 건물 창호나 외벽, 출입문 등의 단열 성능과 에너지
효율 측정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모터·펌프 등의 각종 기계류,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열화상이 활용되고 있다.
출처: 전기신문(2013-08-19) '사치품' 열화상 카메라, '일상품'으로 거듭나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376464497106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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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자.
Ÿ

원격탐사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Ÿ

열 원격탐사는 어떤 원리로 자료를 수집할까?

열 원격감지(Thermal

remote sensing)

위성영상으로 촬영한 지구의 수온 영상(엘니뇨)
원격탐사는 멀리 떨어진 물체 또는 지리적 영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에너지를 측정하여 조사대상에 대한 정보와 패턴을 도출하는 정보
수집 방법이다. 항공기, 인공위성 원격탐사는 물체, 현상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원격탐사는 GIScience로
일컬어지는 지도학, 지리정보시스템(GIS), 수문학, 생태학, 도시계획, 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John R. Jensen, 2016).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어스(Google Earth),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또한 항공 원격탐사
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원격탐사는 지구 대기를 통과해 나온 전자기 에너지를 특수 센서가 감지하는
데서 시작한다. 센서를 통해 스캔된 전자기 에너지 스펙트럼은 감마선(γ
rays), X-선(X rays), 자외선(UV), 가시광선, 적외선(IR), 마이크로웨이브파
(Microwave), 방송라디오파(Radio waves) 등 파장의 길이에 따라 하나의 밴드
(band)로 인식되며, 여러 개의 밴드(band) 단위로 나뉘어 저장된다. 이렇게
원격탐사로 얻은 다양한 밴드 중 필요한 밴드를 선정하고 조합함으로써 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다중분광 원격탐사(multispectral remote
sensing)’라 한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열 원격탐사(thermal remote
sensing)’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밴드 중 열적외선 밴드(10.4~12.5㎛) 정보
를 수집해 대상을 분석하는 방법이다(John R. Jensen, 2016). 열화상 카메
라의 원리와 유사하게 우리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파장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러 개의 밴드 중 특히 열적외선 밴드 정보는 식생분류, 지질학적
조사, 토양 분석, 도시 분석 등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다.
þ 출처:https://sealevel.nasa.gov/understanding-sea-level/causes/regional-sea-level-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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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손을 이용해 열이 물체에서 물체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보자.

열의 전도를 관찰해 보자!
① 2가지의 물건을 준비한다.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를수록 좋다(예, 쇠와 나무).
② 두 물건에 손바닥을 1분간 갖다 댄다.
③ 1분이 지나면 손바닥을 떼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20초 간격으로 사진을 4장 찍는다.
④ 8장(4장×2개)의 사진을 관찰하고, 아래 질문에 답해보자.

þ 물체와 물체가 닿아 열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 한다. 열이 이동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전도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실험의 결과를 ‘전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자.

20초

시멘트

40초

쇠

시멘트

60초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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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쇠

◉ 물체가 닿지 않고도 열이 이동할 수 있을까?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

열의 복사
① 뜨거운 물병과 차가운 물병을 놓고, 종이 뒤에서 열 감지 카메라로 촬영한다.
② 각각의 병을 호일로 감싼다. 열 감지 카메라로 촬영한 뒤 호일을 감싼 전후를 비교해보자.

)

(2

열화상 카메라

(1
종이 스크린

열화상 카메라

호일로 감싼

)

종이 스크린

뜨거운 물병/

뜨거운 물병/

차가운 물병

차가운 물병

þ 열화상 카메라로 물병을 관찰합니다. 조건에 따른 물병의 표면온도를 적어보자.
뜨거운 물병의 온도(℃)

차가운 물병의 온도(℃)

(1)
(2)

þ ‘복사’는 열이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다. ‘복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물병의
표면온도가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þ 열화상 카메라는 어떻게 차가운 병에서 열을 인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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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상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열화상카메라는 어떻게 사용될까?
① 읽기자료➀과 읽기자료➁를 주의해서 읽어보자.
② ‘열화상카메라의 작동원리’를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➂ ‘열 원격탐사(thermal remote sensing)의 원리’를 찾아 밑줄 그어보자.
➃ 다음 키워드를 사용해서 수업자료➁(열화상사진)의 열화상카메라가 활용된 상황과 이유를 설명해보자.
키워드
열화상카메라, 장파장, 단파장, 스펙트럼, 온도,
열 원격탐사, 밴드(band)

활용 상황 & 사진 설명

활용 이유

열화상카메라로 화장실 세면대를 촬영한 모습인 것 같
다.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차가운 물은 온도가 낮아

세면대를 사용한 후 찬물이 주변으로 튀고, 일부는 바

단파장으로 에너지가 반사되면서 푸른색으로 나타나

닥으로 새버린 것 같다. 화장실 세면대의 누수 현상을

고, 주변은 상대적으로 따뜻해서 장파장인 붉은색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촬영한 것 같다.

나타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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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우리 학교에서 열이 새는 곳을 찾아보자!
① 학교에서 열이 새는 곳을 찾습니다.
② 일반사진과 열 감지사진을 찍습니다.
③ 여러분들이 포착한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2-3문장으로 제안합니다.

þ 좋은 산출물의 조건
Ÿ

무엇을 찍은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Ÿ

열에너지 ‘손실’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온도차가 나타나는 사진 X).

Ÿ

아래 사진(왼쪽)을 보면 컴퓨터 본체와 복합기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진이기는 하지만 본 활동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반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중창문과
일반창문의 차이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진입니다.

사진1. 컴퓨터와 프린터기 주변

사진2. 이중창문 일반창문

þ 활동을 시작하기 전 조별로 계획을 세워봅시다.
무엇 또는 어디?

어떤 사진을 찍을까?

왜 조사해야할까?

문 전체가 잘 보이고, 창고는
학교 1층에 있는 창고
문

냉난방을

하지

창고문틈에 열이 새는

않아

바람이

창고를

것이 잘 보이게 찍는

통해

복도로

들어올

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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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산출물을 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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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③

Heat Busters!

학생들이 찾아낸 학교의 열 손실 사례

þ 학교 본관 건물 1층 왼쪽의 외벽의 모습
밖에서 열화상카메라로 학교를 보니 창문 아래 연결부분에서 열이 새고 있다. 겨울이 되면 이상하게 벽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저런 곳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다.

þ 3층과 4층 사이 계단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서 열이 새고 있다. 벽과 계단이 연결되는 곳에서 찬바람이 들어온다. 열이 이동한다는 걸 생각하면 복도가
추우면 교실도 더 추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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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학생회실 천정 구석
학생회실의 천정 구석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다. 부실공사가 의심된다. 단열이 시급하다.

자료 출처 : STEAM 모바일테크놀로지와 야외조사활동  HEAT BUSTERS! / 이화여대 지리교육과 이종원교수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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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두이노 활용 비접촉식 체온계 제작 및 실험
(1) 준비물

* 좌측 사진 상단 좌측부터 순서대로
4-FND 세그먼트 모듈 1개, 비접촉 온도 센서 1개
미니 브레드보드 1개, 택트버튼 모듈 1개
* 우측 사진 상단부터 순서대로
칫솔 케이스 1개 (혹은 3D 모델링 및 프린팅으로 케이스 제작)
점퍼선 암수/ 수수 17개, 리튬 폴리머 배터리 혹은 보조 배터리
그 외 – 아두이노 나노 1개 혹은 크레이노 나노 1개(아두이노 배터리 쉴드)

(2) 제작 과정

- 출처 : [Creino NANO]비접촉식 체온계 만들기 - 적정기술 (오픈소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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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교육의 이해 및 적용 사례
○ 스마트 미러 적용 사례
가. 시청각장애인 지원 스마트 미러 민원안내 시스템
나. 헬스 케어용 스마트 미러 :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32

다. Mirror and Transparent Displays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vB74JtVZsg&feature=emb_logo)

○ LCD 원리

- 출처 : https://blog.naver.com/ckbc6101/2204642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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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광판의 원리

○ 미러 디스플레이의 구조

라. 라즈베리 파이 활용 AI 스마트 미러 제작 및 실험
(1) 준비물

- 40 -

라즈베리파이3B+ 1개
마이크로SD카드 16G 1개
USB리더기 포함
7인치 디스플레이 1개

고무나무12T 225mm*255mm 1개
고무나무12T 25mm*205mm 2개

일반 저사양 모니터 가능

고무나무12T 25mm*225mm 2개

소형 USB마이크 1개

고무나무12T 40mm*225mm 2개

JBL 소형 스피커 1개

고무나무12T 40mm*231mm 2개

방열판 1개

고무나무12T 25mm*199mm 2개

USB마이크로 5핀 케이블 2개

ㄱ자 수평 브라켓 5개

USB듀얼포트 충전기 1개

미끄럼방지 고무 9개

AUX오디오 단자 1개

석고보드 앙카 1개

무선 마우스 및 키보드 1개

액자 걸이 1개

아크릴5T 191mm*226mm 1개
강화유리 5T 196mm*226mm R2 1개

천연 오일스테인, 라텍스 장갑, 목공풀,
나무젓가락, 폼 브러시 각1개
나사못 12개, 전동드릴, 샌딩기,

(모서리 45도 처리)
하프미러 필름25% 유리 및 아크릴 사이즈
분무기, 스퀴지, 칼

1200방 등 샌딩기용 사포 각1개

각 1개

(2) 제작 과정
- 라즈베리파이 설치 매뉴얼
1. 라즈베리파이 설정
SD카드에 라즈비안 이미지 설치
부팅 후 인터넷/언어 설정
한글 글꼴과 이모지 설치
터미널 실행후
sudo apt-get --yes install fonts-nanum fonts-symbola
[엔터]
마이크 스피커 설정
화면 상단 오른쪽의 스피커 아이콘을 우클릭하여 나온 메뉴에서 USB마이크가 있는지 확인후,
소리를 출력할 장치로 Analog 또는 HDMI 중 선택
2. MagicMirror 설치
MagicMirror 설치
터미널 실행후
bash -c "$(curl –sL
https://raw.githubusercontent.com/MichMich/MagicMirror/master/installers/raspberry.sh)"
[엔터]
마지막에 물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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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want use pm2 for auto starting of your MagicMirror (y/N)
에서 [n] [엔터]
Do you want to disable the screen saver? (y/N)?
에서 [y] [엔터]
위 설치 과정에 오류가 뜰 경우
https://docs.magicmirror.builders/getting-started/installation.html#manual-installation
위 링크로 들어가 수동설치
MaigcMirror 테스트
터미널에서
cd ~/MagicMirror/
[엔터]
npm start
[엔터]
MagicMirror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후
[Ctrl+Q]로 종료
실행이 안될경우
설치한 MagicMirror를 삭제한후 설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터미널에서
rm -rf ~/MagicMirror/
[엔터]
3.모듈설치
사용모듈:MMM-Hotword, MMM-AssistantMk2, MMM-Youtube
모듈제작자: Seongnoh Sean Yi https://github.com/eouia
구성 프로그램 설치
터미널에서
sudo apt-get install -y libmagic-dev libatlas-base-dev sox libsox-fmt-all libasound2-dev
[엔터]
모듈 다운로드
터미널에서
cd ~/MagicMirror/modules/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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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clone https://github.com/eouia/MMM-Hotword.git
[엔터]
git clone https://github.com/eouia/MMM-AssistantMk2.git
[엔터]
git clone https://github.com/eouia/MMM-YouTube
[엔터]
모듈 설치
MMM-Hotword설치
터미널에서
cd ~/MagicMirror/modules/MMM-Hotword/
[엔터]
npm install
[엔터]
다음의 선택에서
Do you want to execute automatic intallation ? [Y/n]
Your choice:
[y]
다음의 선택에서
Do you want to execute electron rebuild [Y/n]
Your choice:
[y]
다음의 선택에서
Do you want check your audio configuration [Y/n]
Your choice:
[n]
MMM-AssistantMk2설치
터미널에서
cd ~/MagicMirror/modules/MMM-AssistantMk2/
[엔터]
npm install
[엔터]
다음의 선택에서
Do you want to execute automatic intallation? [Y/n]
Your choic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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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선택에서
Attempt to automatically install the above packages? [Y/n]
Your choice:
[y]
다음의 선택에서
Do you want to check compatible GCC version [Y/n]
Your choice:
[y]
다음의 선택에서
Do you want to make changes ? [Y/n]
Your choice:
[y]
다음의 선택에서
Do you want to execute electron rebuild [Y/n]
Your choice:
[y]
다음의 선택에서
Do you want check your audio configuration [Y/n]
Your choice:
[n]
다음의 선택에서
MMM-AssistantMk2 is now installed !
Press [Enter] to continue
[엔터]
구글 API 설정
https://console.actions.google.com/
에 접속하여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프로젝트 생성
상단의 Develop탭으로 이동
왼쪽 메뉴의 Device registration 클릭
Device registration화면의 Register model 클릭
Product name, Manufacturer 영문으로 입력, Device type 지정
Register model 클릭으로 다음화면 이동
Download OAuth 2.0 credentials 클릭으로 json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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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클릭으로 다음화면 이동
SKIP 클릭하여 완료
https://console.cloud.google.com/
에 접속하여 상단 프로젝트 선택에서 방금 만든 프로젝트 선택
상단 검색에 Google Assistant API검색하여 해당 페이지의 "사용 설정" 클릭
탐색기를 열어서 다운로드한 json파일을 credentials.json 으로 이름변경
/home/pi/MagicMirror/modules/MMM-AssistantMk2/ 폴더 안으로 이동 시킴
터미널에서
cd ~/MagicMirror/modules/MMM-AssistantMk2/
[엔터]
node auth_and_test.js
[엔터]
잠시뒤에 나오는 인터넷 창에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사용 동의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드래그 해서 우클릭 복사
터미널에 우클릭 붙여넣기
[엔터]
터미널에
Type your request
나오면
Hello
입력해서 응답 잘오는지 확인
그상태에서 터미널에
mv token.json ./profiles/default.json
[엔터]
4. config파일 설정
탐색기를 열어서 config.json을 /home/pi/MagicMirror/config/ 에 덮어쓰기
currentweather 설정
날씨 지역설정
그리고 config.json을 편집기로 실행해서 [Ctrl+F]로 찾기 도구를 써서 currentweather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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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래의 location항목의 따옴표 안을 자신의 지역으로 편집
날씨 API설정
https://openweathermap.org/ 에 접속
상단의 Sign up으로 가입
로그인 후 My Home에서 API keys으로 이동
페이지에 있는 키를 복사
날씨 지역설정에서 편집중이던 편집기로 와서
appid 항목의 따옴표안에 붙여넣기
weatherforecast 설정
config.json을 편집기로 실행해서 [Ctrl+F]로 찾기 도구를 써서 weatherforecast 검색
그 아래의 location항목의 따옴표 안을 자신의 지역으로 편집
appid 부분을 currentweather 에서 쓴거랑 동일하게 지정
편집파일저장
[Ctrl+S]로 저장
5. MagicMirror작동확인
터미널을 열고
cd ~/MagicMirror/
[엔터]
npm start
[엔터]
6. 완성
7. MagicMirror자동 실행 설정 (최종 테스트후 마지막)
터미널에서
sudo npm install -g pm2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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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 startup
[엔터]
sudo env PATH=$PATH:/usr/bin /usr/lib/node_modules/pm2/bin/pm2 startup systemd -u pi --hp
/home/pi
[엔터]
pm2 start ~/MagicMirror/installers/pm2_MagicMirror.json
[엔터]
pm2 save
[엔터]
8.MagicMirror자동 실행 멈추는 방법
터미널에서 대소문자 구분하여서
pm2 stop MagicMirror
[엔터]

- 출처 : SIMP Engineer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TCdP6UnB0cpn7gpr9Bif5PXNImh2RHM95R093ElJ18/e
dit#
(3) 참고 자료
- Magicmirror 포럼 : https://magicmirror.builders/
- 깃허브 : 프로젝트 지원 웹호스팅 서비스 개발자들의 오픈소스코드 탑재
https://github.com/
- STEAM 교육 웹사이트 : https://steam.kofac.re.kr / 주제별 프로그램 / 학문 분야 주제별 융합형
1) 미래 ICT 산업의 메가트랜드 : 머신 러닝과 인공 지능 헬스케어(고)
2) 인공지능 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중)
3) 로봇기계공학(인공지능)(고)
4) 세상을 보는 AI(중고)
-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트 / 모두를 위한 인공 지능 윤리(교육과정과 학습활동)
https://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ETCInfo.do?mi=1142&pblcteSeq=13255
- 구글 experiments : 크롬, 안드로이드, AI 관련 기술 활용 다양한 실험 결과 소개
https://experiments.with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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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보로노이 다이어 그램에 대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다각형과 행정구역을 잘 연관하여 고찰하였다.

중

보로노이 다이어 그램에 대해 개념을 잘 이해하였으나
분할된 다각형과 행정구역의 개념을 잘 연관하지
못하였다.

하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 이해가 미흡하다.

상

AI 의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 활용 사례를 전염병과
연관하여 수집하고 발표하였다.

중

AI 에 대해 잘 이해하였으나 사례가 구체성 및 적절성이
부족하다.

하

AI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례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상

라즈베리파이, 코딩을 잘 이해하고 스마트 미러를 완성도
있게 제작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잘 제시하였다.

중

라즈베리파이, 코딩을 잘 이해하였으나 스마트 미러를
완성도 있게 잘 제작하였으나 실제 사용의
아이디어가 부족하였다.

하

라즈베리파이, 코딩 등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스마트 미러
제작의 완성도가 부족하였다.

상

전염병 대비 AI 제품 등 산출물 부스에서 설명하는
말하기로 홍보를 잘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중

전염병 대비 AI 제품 등 산출물 부스에서 설명하는
말하기로 홍보를 잘 하였다.

하

전염병 대비 AI 제품 등 산출물 부스에서 설명하는
말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상

교내에 산출물을 설치하고 이를 동아리 등 그룹과 함께
협력하여 캠페인 활동을 잘 진행하였다.

중

교내에 산출물을 설치하였으나 협력이 미흡하였다.

하

교내 산출물 설치의 완성도가 낮고 협력이 미흡하였다.

1~3
/12

4~6
/12

7~9
/12

10~11
/12

12
/12

평가방법

평가도구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발표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가. 자기/동료평가지(1~3차시/11~13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동료평가
모둠 간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동료평가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 평가 노하우 : 융통성 있게 자료를 재수집하거나 다른 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주는 태도에
대해 + 점수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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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평가지(6~8차시)

번호

이름
상

지식
~ 수 있다.
중

태도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상

중

하

※ 평가 노하우: 신뢰성 있는 자료의 수집, 융통성 있게 자료를 재수집하거나 다른 팀에게 도움을 청
하거나 도움을 주는 태도에 대해 + 점수를 부여함.

라. 관찰평가지(9~10차시)
지식
모둠

태도

모둠원

배움과 성장의 기록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평가 노하우: 각 모둠을 관찰하는 횟수와 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각 모둠의 모둠원이 진행하는 활동
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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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TEAM 교사연구회 회의록
구분

내용

일시

2020. 10. 14.(수) 15:00~17:00

덕원여자고등학교 본관 로비 및 과학관 1층 전시
장소
전자도서관 및 도서관 / 도서관 사서실

참석자

덕원여고 유재항, 조원정, 정한지, 이세은, 최종민, 황용철

가. 2020 STEAM 산출물 및 프로그램 전시 관람

주제

나. 교사연구회 STEAM 수업 나눔
다. 2021 STEAM 교사연구회 계획 자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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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