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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프로그램 요약
주 제 명

1. 주제 개요
LED라는 새로운 광원의 출현과 함께 조명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미래형 LED

마음을 움직이는 LED

적용 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적용 모형

주제 중심 학습

는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경제성’, 연색성 측면에서 ‘자연친화성’, 조명 콘텐츠 제
어 측면에서 ‘감성적 기능성’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색의 빛을 낼 수 있
게 되며, 더 이상 어둠을 밝혀주는 조명의 기능보다는 더 부가적인 기능을 요구
하고 있고, 사용자의 감성에 맞춰 다양한 색을 표현하고, 온도 조절이 가능해 지

차시

1-2

3-4

5-6

단계

문제
상황
이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문제
해결

소주제

생활 속
숨겨진
조명의 비밀

LED의 비밀

마음을
움직이는
LED

관련
교과

주요 내용
도
입
학
습
활
동
마
무
리
도
입

: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조명 찾아보기
: LED, 형광등, 백열전구 사진 분류하기
: LED, 형광등, 백열전구 비교해보기
: LED, 형광등, 백열전구 사진 다시 분류하기

하고자 한다.
S, T

2. 학습 목표

조명의 오늘과 미래
미래의 빛을 밝혀줄 LED

초등학교 5, 6학년을 위한 ‘마음을 움직이는 LED’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학습목표

학
습
활
동

활동1 : LED와 일반전구를 이용하여 전기회로, 전
기회로도 그리기
활동2 : 우리 생활 속 조명들이 LED로 바뀌고 있
는 이유 생각해보기
활동3 : LED와 관련된 직업 조사하기

마
무
리

내가 생각하는 LED의 미래

도
입

LED의 새로운 변신- 감성 LED

학
습
활
동
마
무
리

LED에 인간의 인지적, 감성적 특성을 반영하는 감성 LED 측면으로 접근하여 학
생들이 직접 LED를 활용한 생활용품을 디자인하여 방을 꾸미는 프로그램을 개발

빛의 향연- 2012 Winter LUCE festival
활동1
활동2
활동3
활동4

면서 인간의 감성과 교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어둠을 밝히는 도구의

는 다음과 같다.
S, T
구 분

학습 목표
생활 속 사용되는 조명을 보고, LED, 형광등, 백열
전구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 목표

활동1：빛의 색상별 치료 효과 알아보기
활동2：나만의 감성 조명 LED 분야 생각하기
활동3 : 내 친구를 위한 감성LED방 꾸미기

관련차시

1-2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LED 활용 분야를 알 수 있다.

2-4

LED와 관련된 직업을 조사할 수 있다.

3-4

LED를 이용하여 감성 LED 방을 꾸밀 수 있다.

5-6

T, A

과정 목표

내가 꾸민 감성 LED 방 소개하기

내가 꾸민 감성 LED 방을 소개할 수 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LED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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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학습 준거

3. STEAM 과목 및 학습 준거

단계

STEAM 학습 준거

STEAM 과목 요소
교
과
별
영
역
S

세 명의 친구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
2007 개정 교육과정
학년

5

교
과
별
영
역
S

6

(7) 일과 (나) 나의 흥미와 적성 등을 파악하고, 미래 세계에 적합한 직업을 탐
진로
색하여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창의적 설계

나만의 감성 조명 LED분야를 생각하기
내가 생각하는 LED의 미래 상상하기

감성적 체험

내가 꾸민 감성 LED 방 소개 및 성취감 경험하기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기

(2) 시각
문화
(가) 시각 문화 환경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환경
2009 개정 교육과정

학년

영역

성취 기준

5-6

(10)
전기의
작용

(가) 전지, 전선, 전구를 연결하여 전구에 불을 켜고, 불이 켜지는 조
건을 안다.

5-6

(4)
생활과
전기·전
자

(가) 일상생활에서 열, 빛, 동력 등의 형태로 이용되는 전기 · 전자
제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전기 ·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전자 부품을 이용하여 일상 생활에 유용한 간단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5-6

(6)
나의
진로

(가)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활
용하여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여 일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T

A

(7) 전기 (나) 전기회로를 보고 전기회로도로 나타낼 수 있고, 전기회로 도를
회로
보고 전기회로를 꾸밀 수 있다.

6

5-6

니다. 요즘 ‘LED가 감성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준철
이는 힘들어 하는 친구들을 위한 감성 LED방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성취 기준

(4) 생활
속의
(나) 전기·전자 부품과 공구를 사용하여 간단한 전자회로를 꾸며 봄으
전기·
로써, 여러 가지 전기 · 전자용품의 특성을 이해한다.
전자

T

A

영역

상황제시

5-6

① 주제 (가)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
표현
현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LED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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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수업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과학
실과

과학,
실과

실과
미술

단원
(7)
전기
회로
(4)
생활
속의
전기·
전자
(7)
전기
회로
(4)
생활
속의
전기·
전자
(4)
생활
속의
전기·
전자
(2)
시각
문화
환경

시수

5. 평가 계획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학생 평가
방법
2

생활 속
숨겨진
조명의 비밀

 LED, 형광등, 일반전구 사진 분류하기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조명 분류해보기

Co

LED의 비밀

있는 이유 생각해보기
CD

동료

평가

평가

10 (%)

10 (%)

포트폴리오 평가

20 (%)

30 (%)

학습지,

,

ET

일반전구,

LED와 관련된 직업 조사하기,

건전지,

LED와 일반전구를 이용하여 전

전선,

기회로, 전기회로도 그리기

스위치

평가 영역

지식과 내용

평가 내용

- L E D , 형 광 등 , 백열 전 구 를

분 류 할 수 있는 가 ?

- 생 활 속 LED 조 명 의 활 용 사 례 를 말 할 수 있 는 가 ?
- 내 친구를 위한 감성 LED 방을 꾸몄는가?

기능 및 기술
마음을
3

 내 친구를 위한 감성 LED 방 꾸미기
Co

움직이는
LED

CD

내 친구를 위한 감성 LED 방 꾸
미기

ET

30 (%)

우리 생활 속 조명들이 LED로 바뀌고 발광다이오드,

Co

2

결과물 평가

자기

학습지

비율

 미래의 빛을 밝혀줄 LED 알아보기

참여도

사진 자료,

내가 꾸민 감성 LED 방 소개하기

자료,
학습지

- LED와 일반전구를 이용하여 전기회로를 꾸밀 수 있는
가?

시뮬레이션
정의적 측면

-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하였는가?
- 학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참여하는가?

평가 방법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및 구술)
포트폴리오
산출물 평가

관찰 평가

- 타인의 발표를 귀 기울여 들었는가?

 : Science 과학,  : Technology 기술,  : Engineering 공학,  : Art 예술,  : Math 수학
Co

평가 내용

의사소통

- 친구들과 아이디어 교류를 하였는가?
- 팀별 학습을 진행하면서 개인 의견 뿐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의에 참여하는가?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마음을 움직이는 LED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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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평가 /
동료평가

학
습
단
계

6.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생활 속 숨겨진 조명의 비밀

학습목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조명 사진을 보고 형광등, LED, 백열전구로 분류할 수 있다.

STEAM
교과 연계

교사
준비물

차시

1-2/6

대상

초등학생

교과

단원명

핵심 개념

초5과학

전기회로

발광다이오드

초6실과

생활 속의 전기전자

발광다이오드
학생

PPT, 동영상

준비물

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조명
을 생각해 봅시다.
▲ BS를 이 용 한 활 동 안 내 하 기
․ 사회자를 정하여 각 자 생 각
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보기
․ 생성된 아이디어를 적어보기

-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된 내용

필기구, 학습지

을 발표해 봅시다.

교사활동

동기

♧ 학습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동기 유발

유발

◉

◉

교육정보 자료 및
시간
유의점

학생활동

내용
전개

및
체험

[빛 의

향 연 _2012

w in te r

L U C E fe stiv a l] 사 진 보 여 주 기

[빛 의

◐
향 연 _2 0 1 2

w in te r

L U C E fe stiva l]에 사 용 되 는 조

사진을

통하여

학습제재에 대한 흥
5분

미를 높인다.

내고 있는 조명은 무엇일까요?

◐ 아동들의 호기심
․ LED조 명 입 니 다 .

♧ 학습 문제 만들기 및 확인하기

을

자극하고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 학습문제 파악을 위한 질문
하기
문제
파악
하기

-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공부할 문제를 생각해 본다.

학습 문제
생활 속 숨겨진 조명의 비밀 알아보기

◉ 학습 활동 안내

활동

- 활동지에 있는 사진은 어떤 조

명인지 분류해 봅시다.

동할 수 있도록 교사는

․ 사회자를 정하여 각자 생각한 아

안내자 역할만 한다.

이디어를 이야기 한다.
․ 생성된 아이디어를 학습판에 적

◐ 학생들이

- LED 가 이 용 되 는 곳 을 마 인 드
맵으로 표현해봅시다.

학습자

스스로

학습문제를

찾아서

만들 수 있도록 자
을 선택한다.

[활동 2] LED, 형 광 등 , 백 열 전 구 사 진 분 류 하 기
[활동 3] LED, 형 광 등 , 백 열 전 구 비 교 해 보 기
[활 동 4] LED, 형 광 등 , 백 열 전 구 사 진 다 시 분 류 하 기

마음을 움직이는 LED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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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내용을 교사는 평가하

․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한 내용

지 않는다.

을 발표해본다.
■ 학습지

사진인지 생각해보고, 발표한다.

15

◐ 교사는 적극적인

분

토의가

․ 형 광 등 , LED 조 명 입 니 다 .

․ 모둠별로 활발한 토의를 거쳐
사진을 보고 조명을 분류한다.

․ LED , 형 광 등 , 백 열 전 구 에 대 해
알아본다.

◐ 학습문제를 명확

◐

◐ 학습자 스스로 활

LED , 형 광 등 , 백 열 전 구 비 교 해 보 기

기주도적 학습 방법
[활동 1] 생 활 속 에 서 사 용 하 는 조 명 찾 아 보 기

생각해 본다.
▲ BS법 을 이 용 하 여 활 동 하 기

◉ 활동 3

알아봅시다.
히 인지하도록 한다.

■ 학습지

분

명들일까요?

- LED , 형 광 등 , 백 열 전 구 에 대 해

◉ 학습문제를 발표 한다.
-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오늘

■ 카 드 (포 스 트 잇 )
20

되도록 순회

지도한다.

- 모둠별로 사진을 보고 어떤 조

명 생각해보기
∙ 이 페스티벌에서 멋진 불빛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조명을

LED, 형 광 등 , 백 열 전 구 사 진 분 류 하 기
- 활 동 지 에 있 는 사 진 을 보 고 , ․ 활동지에 있는 사진을 보고 어떤
어떤 사진인지 생각해봅시다.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 컴퓨터

◉ 활동 2
학습

교수·학습 활동

학습
과정

학습

시
간

는다.

학습과정, 학습결과물 포트폴리오 형태로 평가하며, 수행과정에서 행동을 관찰, 인
터뷰 등을 통해 평가

평가 방법
설계

입

학생활동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조명 찾아보기
- 모 둠 별 로 브 레 인 스 토 밍 을 하 ․ 모둠별로 브 레 인 스 토 밍 을 하 여

학습과제

도

교사활동
◉ 활동 1

1-2차시

학
습
단
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과정

․ LED 가 이 용 되 는 곳 을 마 인 드
맵으로 표현해본다.

25
분

학
습
단
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과정

교사활동

시
간

학생활동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 학습지

◉ 활동 4

■ LED

LED , 형 광 등 , 백 열 전 구 사 진 다 시 분 류 하 기
- LED , 형 광 등 , 백 열 전 구 를 배 우

․ LED , 형 광 등 , 백 열 전 구 를 배 우

10

고 난 후, 사진을 보고 다시 분

고 난 후, 사진을 보고 다시 분

분

류해봅시다.

류해본다.

■ 백열전구, 형광등
■ ppt 자 료

정
리

차시
예고

할 수 있도록 교 사는

♥ 학습정리

안내자 역 할만 한다 .

- 조명의 오늘과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 조명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 자
신의 생각을 발표해본다.

-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 발표
해 봅시다.

․ PPT 자 료 를 보 면 서 학 습 정 리

5분

LED의 비밀

차시

3~4/6

대상

초등학생

1. LED가 이용되고 있는 분야를 알 수 있다.
2. LED와 관련된 직업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다.

학습목표

교과
STEAM
교과 연계
교사
준비물

단원명

초5과학

전기회로

전기회로, 전기회로도

초6실과

생활 속의 전기전자, 일과직업

LED의 이용분야, LED와 관련된 직업

학생

필기구, 학습지, LED, 일반전구, 전선,

PPT, 동영상

평가 방법
설계

핵심 개념

준비물

전지

학습과정, 조별 발표와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고, 수행과정에서 행동을 관찰,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

◐ 학생들이 발표 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해본다.

학습과제

■ 형광등

◐ 학습자 스 스로 활동
마무리

3-4차시

학습
단계

학습
과정
동기유발

♧ 차시예고

교수·학습 활동
교사활동
♧ 학습 분위기 조 성 및 동기유 발

학생활동
♧ 동기 유발

◉ [미 래 의 빛 을 밝 혀 줄 L ED ]

◉ [미 래 의 빛 을 밝 혀 줄 L E D ]동

동영상 보여주기

- 차 시 내 용 : LED 의 비 밀

영상 시청하기

시
간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 동영상
◐ [미 래 의 빛 을

5분

밝 혀 줄 LED ] 동
영상을

통하여

학습주제에 대한
♧ 학습 주제 만들기 및 확인하기

체험학습활동

♧ 학습안내

◉ 학습 상황 설명

구분 기호

♥ 학습정리

◐ 유의점

흥미를 높인다.

▶ 학습활동 형태

■ 교수 학습 자료

▲ 학습활동 프로그램

◉ 학습주제 파악을 위한 질문
하기
학습문제

◉ 학습주제를 발표 한다.
-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오늘

-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공부할 문제를 생각해 본다.

파악하기

교사용 Tip

◐

◉ 학습 활동 안내

다른 사진을 잘 못 사용하시게 될 경우, 요즘은 일반전구 대신 LED를 사용하는 경

학습주제를

학생 스스로 만들
어 보는 기회를
주어 자기 주도적

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활용하실
[활 동 1 ] LED와 일 반 전 구 를 이 용 하 여 전 기 회 로 , 전 기 회 로 도
그리기
[활 동 2] 우 리 생 활 속 조 명 들 이 LED로 바 뀌 고 있 는 이 유
생각해보기
[활 동 3] LED와 관 련 된 직 업 조 사 하 기

마음을 움직이는 LED_9

록 한다.

생활 속 LED의 숨겨진 비밀을 찾기

‘LED, 일반전구, 형광등 분류하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경우 일반 전구인지, LED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습주제를

명확히 인지하도

학습 문제
도입

◐

10_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학습 을 한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과정

교사활동

시간

학생활동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 활동 1

■ LED, 일 반 전

LED와 일 반 전 구 를 이 용 하 여 전 기 회 로 , 전 기 회 로 도 그 리 기
- 학 습 지 에 전기회로를 그리 ․ 학습지에 전기회로를 그리

구

고, 전기기호를 사용하여

고, 간단한 전기기호(전구,

전기회로도를 그려봅시다.

스위치,

전선,

25분

전개

및
체험활동

지, 학습지

건전지)의

도를 그려봅시다.
■ 컴퓨터,학습지

우리 생활 속 조명들이 LED로 바뀌고 있는 이유 생각해

◐ 학습자 모두

LED로 바뀌는 이유는 무

20분

가 문제 해결 활
동에 참여할 수

다양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마무리
차시예고

교과

단원명
생활 속의 전기전자

핵심 개념
LED

초6미술

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

나의 미래 공간 꾸미기

학생

PPT, 동영상

준비물

활동지, 시뮬레이션

평가 방법 학습과정, 학습결과물 포트폴리오 형태로 평가하며, 수행과정에서 행동을 관찰, 인터뷰
설계
등을 통해 평가

들이 있습니다.
20분

과학자가 있습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 [감 성 조 명 L E D ]동 영 상 보

◉ 감 성 조 명 L E D ]동 영 상 보 여

◐ 학습자 스스로

여주기

주기

필, 색싸인펜

동기유발

학습지, 연

리 해본다.

할만 한다.

체험학습활동

♧ 학습안내

◉ 학습 상황 설명

구분 기호

♥ 학습정리

◐ 유의점

학습문제

◐ 학생들이 발
10분

표 시 자신 있게

도입

파악하기

-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봅
시다.

-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오늘
공부할 문제를 생각해 본다.

동영상을 통하여
학습주제에 대한

한다.
◐학습주제를 학
생 스스로 만들어
보는 기회를 주어

◉ 학습 활동 안내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 1] 빛 의 색 상 별 치 료 효 과 알 아 보 기
[활동 3] 내 친 구 를 위 한 감 성 LED 방 꾸 미 기

학생들에게 LED가 생활 속 많은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워크넷, 커리어넷 등 다양한 직업관련 사이트를 통해 LED와 관련된 직업
에 대해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LED_11

확히 인지하도록

내 친 구 를 위 한 감 성 LED 방 꾸 미 기

[활동 2] 나 만 의 감 성 조 명 LED분 야 생 각 하 기

교사용 Tip

◐학습주제를 명

학습 문제

▶ 학습활동 형태
▲ 학습활동 프로그램

◉ 학습주제를 발표 한다.

하기

록 지도한다.

■ 교수 학습 자료

5분

♧ 학습 주제 만들기 및 확인하기
◉ 학습주제 파악을 위한 질문

발표할 수 있도

- 차 시 내 용 : 마 음 을 움 직 이 는 LED

■ 동영상

흥미를 높인다.

활동할 수 있도록

학습지에 정리해본다.

표해 봅시다.
♧ 차시예고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 [감 성 조 명 LED]

관련된 직업을 조사하고,

․ PPT 자 료 를 보 면 서 학 습 정

시간

교사는 안내자 역

- LED와 관련된 직업을 자 ․ 인터넷을 활용하여 LED와

♥ 학습정리
-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 발

초등학생

초6실과

■ ppt 자 료

■

세히 조사해봅시다.

대상

학생활동
♧ 동기 유발

LED와 관 련 된 직 업 조 사 해 보 기
- 우리 생활 속에 조명들이 ․ LED 조명을 만드는 사람

것들이 있을까요?

5-6/6

교사활동
♧ 학습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활동 3

와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 더 좋은 LED를 개발하는

교사
준비물

학습
단계

적습니다.

LED로 바뀌고 있는데 LED

차시

있도록 지도한다.

․ 소비전력이 일반전구보다

엇일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LED

학습 목표 LED를 이용하여 친구를 위한 감성 LED 방을 꾸밀 수 있다.
STEAM
교과 연계

◉ 활동 2
보기
- 우리 생활 속 조명들이 ․ LED의 불빛이 일반 전구보다

정리

학습과제

전선, 건전

기호를 사용하여 전기회로
학습내용

5-6차시

12_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을 한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과정

교사활동

학생활동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시
간

학습
단계

학습
과정

◉ 활동 1

느낌과 치료효과를 알아

느낌과 치료효과를 조사

봅시다.

해본다.

■ 학습지

문제 해결 활동에
지도한다.

- 나만의 감성 조명 LED를 ․ 나만의 감성 조명 LED를

15분

생각하고 학습지에 그려

전개

분

악보

받침대에

빨간

■ 학습지
■ ppt 자 료

빨간 불빛을 음악 공부를
하는데 효과적인 빛이라서

◐ 학생들이 발표

예고

학 생 1에 게 도 움 이 될 것 이

시 자신 있게 발표

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도록 지도

-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 발표
해 봅시다.

․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활동

한다.

지에 정리해보고, 발표한다.

할만 한다.

▶ 학 생 들 의 감 성 LED 방

사진 보여 주기

노랑 LED 불빛이 나는 곰
인형을 선물해 줄 수 있
어요.

체험

록

■ 색싸인펜

차시

교사는 안내자 역

- 감성 조명 LED를 어디에 ․ 걱정이 많은 친구를 위해

및

10

마무리

활동할 수 있도록

본다.

이용할 수 있을까요?

◐ 학습자 스스로

도 바이올린을 켤 수 있도
LED 불 빛 을 달 아 주 었 어 요 .

정리

■ 색연필

․ 저 는 학 생 1을 위 해 방 에 서

들에게 소개해봅시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 도화지

◐ 학습자 모두가

나만의 감성 조명 LED 분야 생각하기

내용

학생활동

- 내 가 꾸 민 감 성 LED방 을 친 구

20분

◉ 활동 2

학습

교사활동

시
간

♥ 학습정리

빛의 색상별 치료 효과 알아보기
- LED 빛의 색상 별 나의 ․ LED 빛의 색상 별 나의

생각해 봅시다.

교수·학습 활동

체험학습활동

♧ 학습안내

◉ 학습 상황 설명

구분 기호

♥ 학습정리

◐ 유의점

▶ 학습활동 형태

■ 교수 학습 자료

▲ 학습활동 프로그램

활동
◉ 활동 3

◐

내 친 구 를 위 한 감 성 LED 방 꾸 미 기

이용하기

- 학습지에 제시되어 있는 ․ 학습지에 제시되어 있는

30분

시뮬레이션을

학급은

어려운
활동지에

여러 상황 속 친구들을 위

여러 상황 속 친구들 중

감 성 LED방 을 스

한 감성 LED 방을 시뮬레

한 명의 친구를 골라 감

케치하는 활동으로

이션을 통해 꾸며봅시다.

성 LED방을 시뮬레이션을

대체한다.

통해 꾸며본다.

러 가지 요소를 넣어서

LED방을 꾸며 봅시다.

감성 LED방을 꾸며 본다.

시뮬레이션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학생용 워크북 26쪽에 학생들이 감성 LED방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학생용 워크북 부록에 있는 방 전개도를 잘
라 직접 LED를 달아서 방을 꾸밀 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 필요한 여러 가 ․ 친구의 상황에 필요한 여
지 요소를 넣어서 감성

교사용 Tip

마음을 움직이는 LED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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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LED, 백열전구, 형광등 조명 사진 분류하기

7. 기타 자료
1-2차시
1. 빛의 향연- LED

[ 2012 윈터 루체 페스티벌]

그림1 (

형광등

)

그림2 (

LED

)

빛이 짧은 겨울, 덕분에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으니, 빛의 축제...
조명으로 건축물을 만들거나 건물을 치장해 전시하는 축제를 말하는 루미나리에는 빛
의 예술 또는 빛의 조각이라고 한다. 다양한 색과 크기의 전기 조명을 이용해 멋진 장
관을 연출하는 루미나리에는 어떤 조명을 사용하였을까요? 바로 LED입니다.

그림2 (

마음을 움직이는 LED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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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전구 : 보더라이트

)

그림4 (

그림5 (

그림6 (

형광등

)

백열전구

LED

그림7 (

)

그림8 (

)

그림9 (

마음을 움직이는 LED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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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전구

)

LED

LED

)

)

사진

설명
이 사용됩니다. 1일 1시간정도 사용한다면, 3년에 한번 정도 바꿀
조명

사진 속 형광등 비상구 유도등

1. 비상구 등

입니다. 비상구 유도등 속에 전구
를 일반 형광등을 사용했습니다.

LED의 긴 수명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등을 위한 안전 기능으로

하지만 요즘은 LED유도등으로 교
체되고 있습니다.

6. 자동차 등
LED 유도등

는 장치로서, 컴퓨터의 입력 단말장치로서 사용됩니다. 당초 슈퍼

정보관리(POS : point of sales) 시스템의 단말로서 보급되었습니
다. 발광다이오드를 광원으로 가진 타입은 대상물에 가까이 대어

하여 열이 발생하여 빛이 나는 원
7. 전구식

리입니다. 전구 자체는 신호등의 색

신호등

을 띄지 않기 때문에 빨강, 노랑, 초
록색의 착색렌즈를 끼워 신호등의

읽습니다. 발광다이오드 타입 말고, 반도체 레이저 타입인 것은

색상을 나타냅니다.

광원의 직진성이 좋아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바코드를 읽습니다.

3. 보더라이트 다. 보통 FOOT LIGHT와 마찬가지로 쓰이며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는 문자와 화상을 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8. 전광판

크게는 대형 LED전광판은 교통접점에서 중요한 광고매체로 맹활
약중이며 작게는 매장 디스플레이나 소비자를 안내하는 랜드마크

사용되는 전구는 100-300(W)의 백열전구를 사용하며 500(W)의

로 그 활용도를 다각화 하고 있습니다.

할로겐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판 내부에 형광등이 20cm간

LED 식물공장은 LED 조명을 이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식물을

격으로 촘촘히 들어가서 형광등,

밭이 아닌 실내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농작물 특성

네온등의 전력 사용량은 LED 조

4. 형광등간판

9. 식물공장

에 맞춰 적색과 청색의 빛을 식물에 쬐어줌으로써 성장을 촉진시

명에 비해 8~10배나 됩니다. LED

킵니다. 최근 ‘미래형 농업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LED 식물공장

간판의 제작비는 형광등의 5배이

사진입니다.

지만 수명은 100배나 되고, 선명
해 눈에도 잘 띄고 소형 제작이
가능해 도시 경관 개선에도 기여
를 해서 LED 간판으로 바뀌고 있

5. 화장실

LED 신호등

LED전광판은 이미지가 고정적인 다른 종류 사인들과 달리 원하

무대 상부의 조물기구에 매달려서 무대 전체를 균등하게 비추
는 홈통 모양의 기구입니다. 보통 무대 폭만큼의 길이로 설치됩니

는 자동차 신호 기능에 LED를 적용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습니

전구 안의 필라멘트의 전류에 의

마켓 등에서 판매시의 정보를 급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식품이나
잡화류에 인쇄된 바코드를 판독하는 장치가 개발되어 판매시점

써 빠른 응답시간, 그리고 낮은 소비전력, 새로운 스타일링 기회
다. 그래서 자동차의 라이트가 점점 LED로 바뀌고 있습니다.

굵은 선과 가는 선의 조합으로 코드를 나타낸 바코드를 판독하

2. 바코드리더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시간이 적은 용도의 조명기구로서는 LED보
다는 백열전구의 효과가 더 큽니다.

은 기존의 비상구 유도등의 사진

LED 간판
는 추세입니다.
백열전구 타입은 가정의 욕실과 세면실, 화장실과 복도 등에 많

마음을 움직이는 LED_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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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 형광등, 백열전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⑥ LED는 자외선 방출량이 거의 없다. 그래서 불을 켜놓았을 때 벌레가 모이는 양도

1) 발광 다이오드(LED)

적다. 또한 열을 식혀주는 팬이 필요 없어 소음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⑦ LED는 경제적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명이 길어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전력이 적어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는 LED라고 불린다. Light Emitting Diod라는 영어의 약자이고,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라는 의미이다. LED는 광원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분
야의 물건이다. 기존의 백열전구에서 볼 수 있는 열을 동반한 광원이라든지
형광등에서 볼 수 있는 전기방전을 이용한 광원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그 특징도 기존의 광원과는 크게 다르다. LED는 트랜지스터와 컴
퓨터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소자 부류에 속하고, 다이오드라 불리는
반도체 소자가 발광하는 것이다.
(1) LED의 특징
① 일반조명에 비해 LED는 발광 효율이 높아 소비전력이 매우 적다.
② LED는 일반조명에 비해 수명이 길다. 평균적으로 4만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다. 이것
은 백열등 천시간, 형광등 8천시간에 비해 굉장히 긴 시간이다.
③ LED는 친환경적이다. LED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고, 다 사용하면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④ 눈부심이 적고 빛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곳으로 빛을 유도하여 사용
하거나, 원하는 부분만 조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에 맞게 폭넓게 사용되
고 있다. 가로등, 보안등, 농작물 보호등으로 적합한 것이 LED이다.
⑤ LED는 저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영하 35˚C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기온이 낮은 장
소에서도 밝은 빛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마음을 움직이는 LED_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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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열전구
- 백열전등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한 등불입니다. 미국인 토머스 에디슨이 1879년에

(3) 형광등

발명하여 큰 사업으로 성장시켰다. 백열전구는 20세기를 통해 광원의 대명사가 되
었습니다. 백열전구는 구조가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반면 열의 발생이 큰 점과 파손되기 쉬운 결정이 있습니다.
- 발광 원리 : 저항이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서 빛을 내는 현상(발광 현상)을 이용한 조명 기구
- 유리구 안에 들어 있는 스템 끝의 앵커에 필라멘트가 매달려 있고, 도입선을 통
하여 밖으로부터 필라멘트에 전기가 공급되어 빛을 낸다.
① 백열 전구의 특징
- 수명 : 1000시간 정도
- 구조가 간단하다.
- 값이 싸다.
- 점등 시간이 짧다.
- 순간적으로 점등된다.

- 형광등은 부드러운 빛을 조사하는 조명장치이다. 부드러운 빛이란 음영이 생기기

- 점멸 횟수와 수명이 관계 없다.

힘든 빛을 말하며 공간을 균일하게 비추는데 적합합니다. 형광등은 점광원이 아닌

-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면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빛을 멀리까지 보내기 어렵고, 조

- 광속이 적다.

사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고 대신 조사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형광등은 거

- 광택 선택의 범위가 적다.

실에서 휴식을 취할 때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매우 좋은 조명장치이다.

- 전압 변동에 영향을 받아 특성이 나빠진다.

- 발광 원리 : 전기의 방전 현상에 의하여 발생된 자외선이 유리관 내면에 바른 형

- 전구 온도가 높다.

광 물질을 자극하여 효율이 좋은 광속을 얻도록 만든 것

- 형광등에 비해 눈이 부시고, 발광 효율이 낮다.

마음을 움직이는 LED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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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광등의 특징

4. LED가 이용되고 있는 곳 조사하기

ⓐ 장점
- 발광 효율 : 소비 전력이 적으며 발광 효율이 좋다.
- 수명 : 백열전구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5000 시간)
- 눈부심 : 백열전구에 비해 눈부심(휘도)이 적다.
- 광색 : 형광 방전관에 바르는 형광 물질에 따라 여러 가시 색깔의 빛을 얻을 수
있다.
- 열을 상반하지 않는다.
- 전원 전압의 변동에 비하여 광속 변동이 적다.
ⓑ 단점
- 플리커 현상 : 1㎐에 빛이 2회 명멸하므로 빛의 흔들림이 있다.
- 점등 전압 : 기준 값 이하의 낮은 전압에서는 불이 켜지지 않는다.
- 점등 시간 : 스위치를 넣은 후 형광등이 빛을 내기 까지는 약간의 시간(수 초)이
걸린다.
- 자주 켰다 껐다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 설비비가 백열전구에 비하여 많이 든다.
- 주위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 음향기기에 장애를 준다.

마음을 움직이는 LED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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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신호등

LED 식물공장

LED 테라피

5. 조명의 오늘과 미래
- 미래의 조명 시장은 4가지 트렌드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절약 기능의 강조 : 유가 상승 및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에너지 절약 기능
LED 암치료
■ LED 테라피 :

오징어 집어등

감성조명

LED광선을 이용한 치료기법으로 인체 내부에 침투하여 빠른

상처 치유와 세포 재생 능력을 개선

과 친환경성을 강조한 제품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 친환경성이 조명 선택의 기준으로 등장 : 최근에는 조명에 태양전지나 풍력 등 재생
가능에너지를 접목시킨 친환경 제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 오징어 집어등을 LED로 바꿀 경우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소비전력도 기준의
30% 수준에 불과해 기름 값을 아끼고, 자외선 방출도 거의 없어 선원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인간 친화적 감성 조명으로의 진화 : 소비자는 조명을 통해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외에 밝은 느낌이나 편안히 쉬는 느낌 등 심리적인 효과도 함께

■ 감성조명 : 사용자의 감성에 맞춰 자유로운 색온도와 색좌표 조절이 가능해
인간의 감성과 교감할 수 있다.

얻기를 원한다. 앞으로는 조명을 통해 자유로운 디자인 구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위
기의 연출도 중요해질 것이다. 미래의 조명은 모양과 설치에 제한이 없는 디자인 설계
의 유연성을 갖춰야 하며, 다양한 색감과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컨버전스화의 진전 : 가까운 미래에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
터스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나 학교, 사무실 등에 설치
되는 조명기기도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조명 제어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일반 가정의 거실이나 안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LED_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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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밝기가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도록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어되고, 아이의
수면을 돕거나 파티 분위기를 내는 조명 패턴도 미리 이력해둔 시간 스케줄에 따라

3-4차시
1. 미래의 빛을 밝혀줄 LED

작동하게 된다.
<출처>http://www.google.co.kr/url?sa=t&rct=j&q=%EC%A1%B0%EB%AA%85%EC%9D%98%20%EB%AF%B8
%EB%9E%98&source=web&cd=10&ved=0CFcQqQIwCQ&url=http%3A%2F%2Fwww.lgeri.com%2FuploadFiles
%2Fko%2Fpdf%2Fpub%2Findus858_20051111103416.pdf&ei=kJGCUIuAH42SiQeO24GADw&usg=AFQjCNHkf
KLxS8E83aiV4t1171YKjUprQA&cad=rjt

<교사 참고 자료>
http://ggholic.tistory.com/4610

알기 쉽게 설명한 LED 발광다이오드 [성안당]

2. LED와 일반전구를 이용하여 전기회로, 전기회로도 꾸미기
◎ 일반전구에 불 켜기

◎ LED전구에 불 켜기

마음을 움직이는 LED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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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알아보기
(1)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알아볼까요?

- 발광다이오드는 긴 발쪽에서 짧은 발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빛이 난다.
- 발광다이오드의 긴 발이 전지의 (+)극과 연결되었을 때는 불이 켜지고, 전지의 (-)극과
연결되었을 때는 불이 켜지지 않는다.

(3) 전구와 발광다이오드가 연결된 각각의 전기회로에서 전지의 극을 바꾸어 연결할 때

-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전류는 전지의 (+)극에서 (-)극으로 흐릅니다.

의 차이점
전구가 연결된 회로

(2)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

발광다이오드가 연결된
회로

전구의 불이 켜짐 → 전구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음
발광다이오드의 긴발이 전지의 (+)극과 짧은 발이 (-)극과 연
결될 때만 불이 켜짐 → 발광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영향을 받음

2) 전기 부품의 기호 알아보기

이름

전구

LED

건전지

스위치

전선

사진

기호
일반전구 전기회로도

다이오드 전기회로도

건전지의 가늘고 긴 선은 (+)극, 굵고 짧은 선은 (-) 극을 나타낸다.

- 전기회로에서 전류는 전지의 (+)극에서 (-)극으로 흐릅니다.
- 전기회로와 전기회로도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선을 따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LED_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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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속 조명의 변화_LED

저하, 도로에서의 가로등 소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강력 범죄의 증가 등의 직
접적인 원인이 된다. 즉, 소등에 의한 에너지 절감은 당장의 전기료 절감과 발전소
의 부하용량 저감에는 효과가 있겠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
도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명 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부작용
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LED 조명
이 부각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 환경 보호 및 규제 차원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큰 관심이 되는 것이 친환경 제품 개발이다. 유럽연합은 강
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7월부터는 지침에 발표된 사항을 이행하
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중에서

조명부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RoHS(Restriction fo Hazardous Substances) 지침이다. 여기서는 환경에 직접적 영
향을 주는 6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은 사용을 하
지 않는 대체 광원 중 LED 광원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친환경 광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참고 ] 6개 금지 물질 :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olybrominated Biphenyles),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알고가기

LED 산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4. LED와 관련된 직업

전 세계적으로 LED 조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

1) LED 소자 연구원 : 재료(반도체) 종류와 구성 물질에 따라 다른 파장의 빛이 발

리나라도 최근 정부와 기업, 가정 할 것 없이 고유가와

광하는 LED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파장의 빛을 발광하는 LED소자를 연구하

여름 전력난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운동이 확산되면서

고 개발한다. 또한 LED 소자의 구조를 개선하여 밝기를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

LED 조명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LED 소자를 연구한다. 제조공정에 따라 LED
웨이퍼, 칩, 패키지, BLU 등으로 연구 분야가 세분화된다.
* BLU(Back Light Unit- LCD 패널의 뒷면에 위치하여 LCD를 발광시켜주는 장치)

첫 번째 이유.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2) LED 조명시스템 기술자 : 기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설치할 경우 빛

차원

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전기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체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과거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이 발표되고 실행되었다.
‘한 등 끄기’ ‘심야 사무실 조명 소등’ 과 같은 조명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활동이

효과성, 용이성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LED 조명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다. 이 같은 에너지 절약은 확실한 효과를 가지며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실행하
고 있다. 그러나 소등에만 의존한 에너지 절약 방법은 사무실이나 공장의 작업능률
저하, 기기의 오작동 및 불량률 증가 등의 현상, 건물에 대한 인지도 저하, 광고효과

마음을 움직이는 LED_33

3) LED 방열 시스템 기술자 : LED가 전기를 빛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을 제거하여 열에 약한 반도체의 손상을 막는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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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세부적으로 이들은 방열 소재를 개발하거나, 방열 소재를 활용하여 시스

용하고 일을 한다.

템을 설계하고 LED가 장기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연관직업
기본적으로 LED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위해서는 화학, 반도체, 재료, 신소재, 전기,
전자, 기계, 물리 등 이공계 계열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LED 조

LED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 (전자제품 개발기술자, 재료공학 기술자, 반도체공학 기술
자, 통신공학 기술자, 생산관리 기술자, 품질관리 기술자 등)을 알아보려면?
※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know.work.go.kr) 참조

명시스템 기술자의 경우 가로등 등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일괄 제어할 수 있도록 통신
공학 전공자의 진입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LED 방열 시스템 기술자는 열해석과 관련하
여 열전달 및 유체역학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연구원들은 주로 LED 관련 업체나 정부

5. LED의 현재와 미래

의 국책연구소 등에서 근무한다.

4) LED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기술자 : LED 생산관리 기술자는 LED 생산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대로 제품이 생산되는지를 점검하여 일정관리를 수행한다.
이 밖에 생산과 관련된 부품의 재고를 파악하여 자재부서와 협의한다. LED 품질
관리 기술자는 제품의 검사, 시험, 평가를 위한 방법과 절차개발, 샘플링 절차 고
안, 품질과 신뢰성의 기록 및 평가 등의 LED 제품 품질을 관리한다.
5) LED 상품기획자 : 제품의 매출현황, 소비자의 구매유형 등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
여 LED 제품을 기획한다. 수시로 디자이너 및 제작자와 협의하여 생산 수량과 소
비자 가격 등을 결정하여 최종 생산 품목을 결정한다.
6) LED 기술영업원 : 기술 및 제품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LED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1) 설계 제약 조건
LED 생산 및 품질관리기술자, LED 상품기획자, LED 기술영업원은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
의 학력으로 전기,전자,기계,재료,반도체,산업공학 등 이공계열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다.
이들은 LED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체에서 일한다. 기술영업원은 상경계열 전공자도 진출
할 수 있어 비교적 전공 제한이 크지 않고 고객을 만나는 외근 업무가 주를 이룬다.

LED가 방사하는 빛에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
나 이는 기사광선으로 변환되지 않은 손실 성분이 모두 열로 바뀌어 LED 소자의
온도 상승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효율이 100lm/W인 LED에 전기
에너지 100을 투입했다고 가정하면 가시광선으로 변환되는 것은 30%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0%는 손실된다.
현재 백열전구를 대체하는 전구형 LED 램프의 경우, 그 형상이 기존 전구 모양

7) LED 생산제조원 : 에피 웨이퍼, 패키지 공정 등 LED 제조공정 라인에서 제조 장

으로 정해져 있어 방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면적도 한정적이다.

비를 조작해 LED 제품을 생산하고, 외관 검사 및 현미경 검사 등을 통해 불량 제

또한, LED 소자 자체나 LED를 구동하는 전원회로는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한

품을 선별하는 검사작업을 수행한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주로 교대 근

온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내부 열전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방

무를 하며, 미세 먼지에 민감한 제품 특성상 클린룸이라는 공간에서 방진복을 착

마음을 움직이는 LED_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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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가능한 열량의 한계 값이 존재하며, 광량을 높이고 싶더라도 어떤 일정 값 이

전하고 있다. 그 번득이는 현장을 비춰본다.

상의 전력 투입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LED 설계를 제약하는 데는
배광 특성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하지만, 방열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밝고 푸른 빛 - 에너지의 미래를 밝히는 그린 에너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동경 빅사이트에서 세계 조명기술을 한눈에 조

2) 획일화된 디자인

망하는 ‘LIGHTING JAPAN 2010'이 열렸다. 이 전시는 지난해 첫 개최부터 세계 각

LED는 점광원으로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그러한 장점을 크게 살
리지 못하고 있다. 백열전구를 대체하는 전구형 LED램프는 간편성 덕분에 비교적

국의 218개의 업체가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대형 전시로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올해
는 그 두 배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400여 업체가 참여했으니 그 성장세가 놀랍다.

빠른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편리성은 소비자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

이번 전시의 주요 테마는 그린 에너지다. 이는 지난 3월 12일에 일본 내각회의에

만, 기존 램프와 같은 형태의 LED 램프가 과연 LED특성을 살린 형태의 제품인지

서 결정된 지구온난화 대책 기본법안과 맞닿아 있다. 일본 민주당이 작년 총선거

는 냉정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존 전구형 형상을 따르다보면

공약으로 내걸었던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 2050년까지 80% 삭감’이라

방열 가능한 열량이 제한된다. 대광량 광원에 어울리는 LED만의 형상과 구조가

는 지구온난화 대책 중기 목표는 미래를 비추는 조명기술로 바로 실현되고 있다.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조명전의 가장 빛나는 꽃은 단연 LED와 OLED다. 이들의 친환경적 기술은 지
금까지의 백열전구, 할로겐, 형광램프 등을 대체할 수단으로서 무전극 형광램프,

3) 기술의 변화

PLS(Plasma Lighting System), CNT(Carbon Nanotube) 등의 기술과 함께 가장 주목

기존 광원은 유리를 주재료로 해 그것을 진공에 봉해 램프로 만들었다. 또한 기

받는 기술이다. LED조명은 2007년도 까지만 해도 12%에 머무는 수준이었으나 세계

존 조명기구는 판금이 주를 이루고, 점등회로는 전기 전자 회로 기술을 이용해 설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그 보급수준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점령 가능

계 제조 됐다. 이처럼 기존 광원은 램프 기술과 조명기구 기술의 구분이 명확하

성을 가지게 되었다.

며, 꼭지쇠와 소켓이 그 분계선 역할을 했다. 그러나 LED는 LED칩을 만드는 공정
을 제외한다면 반도체 소자인 LED를 실장하고 조립하는 공정에서 명확한 분계선
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복되지만, 기존과 같이 램프와 기구를 나눌 필연성은 없고,
양자를 융합해 보다 좋은 조명 시스템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parknamsig?Redirect=Log&logNo=140143557199

새로운 빛 - 미래의 빛깔을 바꿀 LED 신제품들
알고가기

조명의 미래를 밝히는 헤드라이트, 차세대 조명디자인 LIGHTING JAPAN 2010

신기술의 각축장인 이번 전시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다양한 신제품
들이었다. 그중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추려 함께 살펴보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백열전구 필라멘트 부분에 LED를 접목시킨 컬러풀한 알전구

[출처] 조명의 미래를 밝히는 헤드라이트, 차세대 조명디자인 - LIGHTING JAPAN 2010|작성자
제품디자인스튜디오

는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감 있는 디자인이다. 새로
운 것에 거부감이 있는 보수적인 세대들도 이 제품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것 같다.

태양처럼 붉고 뜨겁던 알전구는 밤을 물리치고 어둠 속에 갇힌 인간을 자유롭게

이처럼 대만의 AMA PRECISION사가 아기자기함의 첨단을 선보였다면 일본의

한 영웅과 같았다. 그 옛날 5촉 백열등에서 30촉 형광등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자

Owell사는 가히 인공태양이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최첨단 대형조명을 선보였다. 이

연채광을 그대로 재현하는 LED의 시대다. 이제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구

대형 ‘플라즈마 조명’은 LED에서 기술적으로 출력할 수 없었던 400W이상의 광원을

를 넘어섰다. 우리의 미래를 비출 차세대 조명기술은 문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발

뿜어낸다. 초기 밝기의 91% 이상을 유지하면서 2만 시간 이상 사용가능한 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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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거의 흡사하여 부드럽고 눈에 피로감이 덜하다.

특별한 상황이나 용도를 위한 특별 조명은 더욱 특화되어갈 전망이다. 이를테면

욕실의 기능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욕실의 조명 역시 다양한 기능성을 갖추게 되었

이번에 선보인 LED 방범등은 일본방범설비협회의 규정에 따라 각각 알맞은 맞춤형

다. 근래에 은은한 욕실 무드를 위한 부분 조명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일본 스기하

조도로 설계되었다. 게다가 이산화탄소를 70% 감소시키는 에코 설계로 제작되어 지

라엔지니어링이 개발한 LED 샤워 조명은 어떨까? 조명기구가 샤워기 모양으로 생겼

구의 미래도 밝혀줄 것만 같다.

다고? 그렇게 간단한 기술이라면 이번 전시에 소개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샤워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재난 방재시에 대활약이 기대되는 헬멧 부착형 LED조명은

기기는 수온에 따라 물줄기의 색깔이 변하고 수력으로 발광하는 첨단 기기다. 수도

초경량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용하여 가볍고 간편하다. 게다가 LED 라이트 부분이

꼭지에 찍힌 빨간 점과 파란 점으론 턱없이 부족했던 수온에 대한 시각 정보가 거

유연성이 있는 탈착가능 테이프로 설계되어 있어 헬멧의 곡면은 물론 기타 다른 곡

의 완벽에 가깝게 구현되는 것이다. 이런 샤워기만 있다면 샤워하다가 ‘앗, 뜨거워!’,

면에도 탈부착이 쉽다.

‘앗, 차가워!’ 하며 깜짝 놀랄 일은 다신 없을 것이다.
납작납작, 길쭉길쭉한 LED가로등은 바이 바이. 가로등도 이제는 거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상징할 수 있는 빛나는 조형물로 발전할 것이다. 이번에 선보인 나비형태
의 가로등은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전시가 미래만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규격을 그대로 계
승한 LED조명은 지금 바로 형광등과, 백열등이 위치한 자리를 그 모양 그대로 바꿔
주는 조명도 선보였다. 이것으로 교체하면 겉보기엔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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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뾰족한 빛 - 조명 산업을 선도할 첨단 조명 기술들
LED조명은 기존 조명에 비해 에너지 절약 효과가 매우 우수하고 수명도 길다. 또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 지적받았던 높은 가격도 반도체의 공정 개선과 시장 확대에 따
라 점차 해결되고 있다. 이렇듯 각광받는 차세대 조명인 LED에도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발열 문제이다. LED의 열 발생은 여러 방열기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일본의 OKITSUMO COOLTECH는 금속판의 온도를 낮추는 첨단 도료를 개발해 선
보였다. 이 첨단 페인트는 고열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과하게 상승한 열을
발산한다. 무엇보다 100℃에서 1000℃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
점이다. 이 페인트는 경쟁 업체의 제품에 비해 금속 온도를 6~7℃정도 더 낮출 수
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위해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회색
등의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의 폭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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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발열도 적어 전력 손실도 거의 없다.
벽지나 친환경 페인트도 지긋지긋하다면 LED벽은 어떨까? 인테리어 용도로 활용하
기 좋은 LED 조명은 빛나는 파티션을 넘어 벽지 대용의 마감재로도 손색없다. 화려
한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업소들은 물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가정주부들도 혹할
만큼 매력적이다.
세계적인 조명회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본 Lumica사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제
품들을 선보였다. 빛나는 손톱을 위한 패션용 라이팅, 밤낚시에 안성맞춤인 야광 찌,
특별한 날의 이벤트를 위한 발광하는 인테리어 소품 등이 그것들이다. 실내외 공간
조명을 넘어 패션용, 생활용품용, 레저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LED 응용기
술의 귀추가 주목된다.

달콤한 빛 - 조명기술의 응용산업들
이번 전시는 창의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전시이기도 했다. LED 조명을 응용한 총
천연색의 각종 기술들은 달콤한 미래를 꿈꾸게 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것 중 하
나는 LED의 컬러를 이용한 원예작물인 DELED(Dream Ecological LED) Plants이다.
일본 아이치현(愛知県) 농업종합시장과 LED 전문업체인 나베세이(鍋淸)사의 공동연
구로 개발된 이 제품은 LED의 색상과 온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작물의 성장을 콘트
롤하는 기술이다. 태양빛과 거의 흡사한 LED 조명은 식물들을 키우기에도 안성맞춤
이다. 원예작물을 성장시키는 광원으로서의 DELED는 광합성 촉진이나 개화 시기 조
절, 품질 향상, 병해충 방제 콘트롤도 가능하기에 이를 이용하면 풍부한 원예작물을
키울 수 있다. DELED는 일반 열 전구와 교체 가능하며 각각의 용도에 맞게 LED 파
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빛을 효율적으로 조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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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빛, 가까운 빛 - 변하는 빛의 궤도들
LED시장은 이제 막 채굴되기 시작한 금광과 같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이익이 걸
려있는 LED 분야 특허 확보와 보호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이에 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LED 분야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는 대부분 선진국들
이 쥐고 있으며 이들은 이를 무기로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 니치아, 독일 오슬람, 미국 크리와 GE, 네덜란드 필립스 등이 원천기술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선진업체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업체들은 대부
분 LED의 패키징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특허분쟁이 일어날 경우 절대적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피해 가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연구소를 통해 원
천기술과 응용특허를 확보하고 그 기술을 이용해 기업 선도형의 LED 상용화가 중
요한 과제이다.
세상의 모든 조명은 해와 달과 별을 닮았다. 자연채광처럼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인
LED는 조명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요컨대 조명계의 궤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
다. 이는 일식이나 월식처럼 강렬하다. 무엇이 무엇을 가려 숨고, 무엇이 무엇을 제
치며 나올지 별들의 전쟁처럼 흥미진진한 새 기술과 새 시장이 LED를 중심으로 형
성되리라 기대된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원천기술은 부족하지만 이미 LED와
OLED에 분야에 뛰어난 기술들을 갖고 있다. 여기에 디자이너들의 반짝이는 감각만
더해진다면 향후 조명시장의 헤드라이트는 우리나라를 비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출처]조명의 미래를 밝히는 헤드라이트, 차세대 조명디자인 - LIGHTING JAPAN
2010|작성자제품디자인스튜디오

<교사 참고 자료>
http://pds13.egloos.com/pds/200903/28/46/b0074846_led.pdf
알기 쉽게 설명한 LED 발광다이오드 [성안당]
한국직업정보시스템
http://www.youtube.com/watch?v=WwATj0Kcm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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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시
1. 감성조명이란?
조명의 색상, 밝기를 사람의 심리상태와 생체 리듬에 알맞게 적용시키는 조명 기
술을 말한다. 즉, 조명을 이용해 사용자에 적합한 감성을 심리적 혹은 생리적으로
유도하는 기술이다.
2. 빛의 색상별 치료 효과 알아보기

색상

치료 효과

빨강

혈액 순환 촉진대사에 도움

청색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

노랑색

운동신경 활성화와 코감기, 변비에 도움. 근심이 많을 때 도움

보라색

식욕을 억제하며 비만 치료에 도움. 숙면, 창의력에 도움

녹색

항암 효과와 담석증에 도움. 심장과 간장 계통에 좋음

주황색

인슐린 분비를 증대시켜 당뇨병에 효과

파랑색

혈압 강하에 효과

주광색

우울증 환자에 도움

남색

심리적 안정에 도움

3. 감성 조명 LED 분야
1) 학습에 응용: LED 조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적이 쑥쑥!!

① 수리영역: 7600K~8000K인 푸른 빛 조명
② 언어영역: 4200K~4600K의 일반 조명
③ 미술 및 음악 시간: 2200~2600K의 붉은색 조명
2) 자동차 응용

① 빛을 통해 사람과 자동차가 교감할 수 있는 ‘감성조명’ 디자인
② 차량 주인을 자동으로 감지해 조명을 밝혀주는 웰컴 라이팅
3) 집

거실, 침실, 공부방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명을 이용함
4) 라이트 테라피

① 햇빛과 인공 빛을 조합해 노인 불면증 치료에 이용
② 침대 머리에 조명을 달고 조도를 조절해 숙면 유지에 이용
③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는 시차 적응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여행객
을 위해 사용

마음을 움직이는 LED_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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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조명' 이 돋보이게 만든 나무에 설치한 LED
[이 투 뉴 스 ] "다 른 색 깔 의 조 명 으 로 같 은 사 물 을 봤 을 때 새 로 운 경 험 을 하 게 될 것 입 니 다 ."
석현정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이제는 조명을 선택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가
치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조명이 기존에는 어둠을 밝히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인지적, 감성적 특성을 반
영하는 중요한 기술이 된 것이다. 이는 자연광과 가까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 일출에서 일몰에 이르는 햇빛의 변화를 일상생활에서 재연하는 게 가능
해졌다.
LED(발광다이오드)라는 새로운 광원의 출현과 함께 조명 시장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다. 색의 기본 요소인 적, 녹, 청에 백색까지 구현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색의 빛을 낼
수 있게 됐다.
사용자의 감성에 맞춰 자유로운 색온도와 색좌표 조절이 가능해 인간의 감성과 교감

◎ 향후, 감성 조명의 방향
- 사람의 감성과 LED 감성 조명의 절묘한 만남 (정교한 색상/ 색온도의 제어)
- 사람의 감성과 함께 변화하는 감성 조명 (언제, 어디서든 사람의 감성 변화에
함께 반응하는 감성조명)

할 수 있다.
식당에서는 노랑색 계열의 조명을 사용해 식욕을 돋구어 주고, 생수 판매 코너에서는
청량함을 강조하기 위해 푸른색 조명 등을 사용한다. 또 식욕을 낮춰야하는 상황에서는
마젠타를 이용할 수 있다.

-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절전 기술

게다가 LED는 수은이나 충전 가스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
조명으로 각광받고 있다. 5만 시간 이상의 수명도 보장돼 유지관리에 따른 시간적, 비용

알고가기

LED조명 대세는 '감성'

적 소모가 줄어든 것도 큰 특징.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는 기본, 감성과 조화가 관건
[197호] 2011년 06월 27일 (월) 10:00:48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석 교수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조명의 포인트는 감성적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최근에는 LED를 통한 다양한 색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적, 감성적 특성
을 탐색하는 실험을 추진중이다.
그는 "어떤 조명환경에서 가장 편하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 실험해 본 결과 파란색의
조명에서 실험 대상의 39.8%가 편안하다고 느꼈다. 의외의 결과"라며 "'어떤 조명환경에
서 공부 능률이 오를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심도깊은 실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미래형 LED는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경제성', 연색성 측면에서 '자연 친화성',
조명콘텐츠제어 측면에서 '감성적 기능성'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출처: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05

마음을 움직이는 LED_49

50_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4. 내 친구의 감성 LED 방 꾸미기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 요즘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

학생1

어서 공부도 잘 되지 않고, 가끔 혼자 있으면 울기도해... 그래서 요
즘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어. 집에서 바

<교사 참고 자료>

이올린을 켜며, 울적한 마음을 달래곤 해.
http://kkuldanji.tistory.com/m/post/view/id/600
출처: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05
나는 이번 시험에서 수학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

학생2

어. 나도 성적을 올려보고 싶은데.. 의지가 약해서 큰일이야. 부모님
께 꾸중을 들은 날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게 되서 살
만 찌는 것 같아.

나는 요즘 잠을 못자.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눈이 점점 나빠

학생3

지는 것 같아. 우리 키 클 나이인데.. 이렇게 잠을 못자면 키는 언제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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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LED, 백열전구, 형광등 조명 사진 분류하기
준철이는 공부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
어가 스탠드 불을 켰는데, 스탠드 불이
깜박거려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철이는 친구와 함께 조명을 사
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그림1 ( 형광등

)

그림2 (

LED

)

그림3 (

LED

)

마트의 조명 코너에는 백열전구, 형광
등, LED 조명등 다양한 조명들이 있었는
데, 스탠드에 사용되는 조명은 무엇이
적당한지 잘 몰라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1.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조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스탠드, 차량 라이트, 간판, 핸드폰 후레쉬, 손전등,

마음을 움직이는 LED_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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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

LED

)

그림5 (

LED

)

그림6 (

LED

)

그림7 (

그림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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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LED

LED

)

)

)

그림

조명의 종류

그렇게 생각한 이유?

3. 백열전구, LED, 형광등 비교해 봅시다.
백열전구

그림

생김새, 특징
알아보기

마음을 움직이는 LED_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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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LED

4. LED가 이용되고 있는 곳을 조사하여 마인드맵으로 그려 봅시다.

마인드맵(Mindmap) 그려보기
(1) 마인드맵
① 마인드맵은 글자 그대로 '마음의 지도'이다.
②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빈 종이에 이미지와
핵심 단어, 색과 기호를 사용하여 그려나가는 방법이다.
③ 다루는 내용을 글 대신 그림의 형태로 보여주므로 이미지로 사고하
는 우뇌에 작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2) 마인드맵 작성 방법
① 중심 이미지를 중앙에 그려 가장 큰 주제를 나타낸다.
② 주제에 연상되는 단어를 주가지로 적어주고, 각각의 주 가지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부 가지로 뻗어 나가면서 설명해 준다.
③ 부가지에서 다시 세부 가지가 붙어서 부 가지를 설명해 준다.

마인드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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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다시 한 번 LED와 형광등, 백열전구 사
진을 분류해 봅시다.

그림1 (

그림2 (

형광등

LED

그림4 (

형광등

)

그림5 (

백열전구

)

)

)

그림6 (

그림3 ( 백열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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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

읽을거리

그림7(

백열전구

조명 박물관

)

필룩스 조명 박물관은 양주 필룩스 본사에 2500평 규모로 설립된 세계 최초의
그림8(

LED

)

조명 전문 박물관입니다. 조명을 주제로 하는 상설 유물전시와 시즌별 특별전시, 체
험학습, 이벤트로 즐겁고도 유익한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통해 인류
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조명이 인류에게 어떤 존재였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가늠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필룩스 조명박물관은 에디슨 조명스쿨에서 조명을 통해 남녀노소, 전문가와 일반
인 누구나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증대하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명은 이제 과학이자 예술이며 문화입니다.
빛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 빛을 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빛의 문화가 자연 속에 살아 숨쉬는 조명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림9 (

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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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에서 그린 전기 회로를 전기 회로도로 그려봅시다.

21세기의 백열등의 자리
를 대체할 제품으로 LED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빛을 환하게 밝혀줄 LED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1. LED와 일반 전구를 이용하여 전기 회로를 만들어 봅시다.

LED

일반 전구

잠깐!!
1) 전기 부품의 기호 알아보기
이름

전구

LED

건전지

스위치

전선

사진

LED

일반 전구
기호

건전지의 가늘고 긴 선은 (+)극, 굵고 짧은 선은 (-) 극을 나타낸다.

마음을 움직이는 LED_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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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와 백열전구를 이용하여 전기회로를 만들었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인지 비
교해 봅시다.

백열 전구

2. 우리 생활 속 조명들이 LED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LED

극성이 있다.

극성이 없다.

LED불빛이 여러 가지이다.

백열전구의 불빛은 다양하지

LED가 백열전구보다 불빛이

않다.

뚜렷하다.

LED불빛보다 희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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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와 관련된 직업을 조사해 봅시다.
직업명

4. 내가 생각하는 LED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는 일 및 관련 내용 정리하기

재료(반도체) 종류와 구성 물질에 따라 다른 파장의 빛이 발광하
는 LED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파장의 빛을 발광하는 LED소자
LED 소자

를 연구하고 개발한다. 또한 LED 소자의 구조를 개선하여 밝기를

연구원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LED 소
자를 연구한다. 제조공정에 따라 LED 웨이퍼, 칩, 패키지, BLU 등
으로 연구 분야가 세분화된다.

기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설치할 경우 빛에 대해
LED

평가를 하거나 전기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체의 적절성을 파

조명시스템

악하고 효과성, 용이성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또

기술자

한 LED 조명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조언하

.

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LED
상품기획자

제품의 매출현황, 소비자의 구매유형 등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LED 제품을 기획한다. 수시로 디자이너 및 제작자와 협의하여 생
산 수량과 소비자 가격 등을 결정하여 최종 생산 품목을 결정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LED_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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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에 제시된 색깔의 조명을 보고 난 느낌을 적어 봅시다.
색상

빨강

파랑

노랑
"다른 색깔의 조명으로 같은 사물을 봤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
니다."
석현정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이제는 조명을 선택할 때 사용자가

보라색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조명이 기존에는 어둠을 밝히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인지적, 감성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술이 된 것이다.
이는 자연광과 가까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 일출에

녹색

서 일몰에 이르는 햇빛의 변화를 일상생활에서 재연하는 게 가능해졌다.
LED(발광다이오드)라는 새로운 광원의 출현과 함께 조명 시장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색의 기본 요소인 적, 녹, 청에 백색까지 구현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색의 빛을 낼 수 있게 됐다.
사용자의 감성에 맞춰 자유로운 색온도와 색좌표 조절이 가능해 인간의

주황

감성과 교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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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_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느낌

2. 빛의 색상별 치료 효과를 알아보자.

3. 감성 조명 LED의 활용 분야를 알아봅시다.
1)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요! LED 조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적이 쑥쑥!!

색상

치료 효과

빨강

혈액 순환 촉진대사에 도움

청색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

①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색 조명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7600K~8000K인 푸른

운동신경 활성화와 코감기, 변비에 도움.

노랑

빛 조명)
② 국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색 조명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4200K~4600K의 일
반 조명)
③ 미술 및 음악을 할 때 어떤 색 조명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2200~2600K의 붉은
색 조명 )

근심이 많을 때 도움

보라

식욕을 억제하며 비만 치료에 도움, 숙면, 창의력에 도움

녹색

항암 효과와 담석증에 도움. 심장과 간장 계통에 좋음

주황

인슐린 분비를 증대시켜 당뇨병에 효과

파랑

혈압 강하에 효과

주광색

우울증 환자에 도움

남색

심리적 안정에 도움

2) 자동차에 활용할 수 있어요.
① 빛을 통해 사람과 자동차가 교감할 수 있는 ‘감성조명’ 디자인
② 차량 주인을 자동으로 감지해 조명을 밝혀주는 웰컴 라이팅

<보 기>
3) 집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① 혈액 순환 촉진대사에 도움
② 식욕을 억제하며 비만 치료에 도움, 숙면, 창의력에 도움
③ 운동 신경 활성화와 코감기, 변비에 도움. 근심이 많을 때 도움

① 거실, 침실, 공부방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명을 이용함

④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
⑤ 심리적 안정에 도움
⑥ 우울증 환자에 도움
⑦ 항암 효과와 담석증에 도움. 심장과 간장 계통에 좋음
⑧ 인슐린 분비를 증대시켜 당뇨병에 효과
⑨ 혈압 강하에 효과

# 주광색 : 주광, 즉 대낮의 빛과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긴 막
대형광등이나 환형(도너스 형) 형광등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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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트 테라피로 활용할 수 있어요.

5. 내 친구의 감성 LED 방을 꾸며 주세요.

① 햇빛과 인공 빛을 조합해 노인 불면증 치료에 이용
② 침대 머리에 조명을 달고 조도를 조절해 숙면 유지에 이용
③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는 시차 적응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여행객을
위해 사용

4.

여러분이 감성 조명 LED를 갖게 된다면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창의적
으로 생각하여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 요즘 엄마와 아빠가 보고

학생1

싶어서 공부도 잘 되지 않고, 가끔 혼자 있으면 울기도해. 그래
서 요즈음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어.
집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울적한 마음을 달래곤 해.

나는 이번 시험에서 수학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

학생2

었어. 나도 성적을 올려보고 싶은데, 의지가 약해서 큰일이야. 부
모님께 꾸중을 들은 날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게
되서 살만 찌는 것 같아.

나는 요즘 잠을 못자.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눈이 점점

학생3
.

나빠지는 것 같아. 우리 키 클 나이인데. 이렇게 잠을 못자면 키
는 언제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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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가 꾸며준 친구의 감성 LED방을 그리고, 소개해 봅시다.
<조건>
◎ 친구의 상황에 맞게 감성 LED 조명을 달아준다.
◎ 방 곳곳에 친구에게 필요한 감성 LED 생활 용품을 세 가지 이상 그려준다.
◎ 감성 LED 조명의 빛 색깔을 표현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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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전개도 >

평가 문제

1. 우리 생활 속 조명들의 종류를 적어봅시다.
야구장 전광판 - (
교실 조명 - (

LED
형광등

)
)

2. 우리 생활 속 LED가 활용되는 분야를 적어봅시다.
오징어 집어등, 신호등, LED TV, 컴퓨터 본체, 전광판 등

3. LED와 관련된 직업을 적어봅시다.
LED 소자 연구원 , LED 조명시스템 기술자, LED 상품기획자, LED 생산제조원
LED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기술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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