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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구성 |
이 교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드론, 코딩 등의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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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5단계

주제 개요

학습 목표

STEAM 과목 요소

STEAM 단계별 내용

지도안 총괄표

6단계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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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안

평가 계획

학습 내용

수업 자료(첨부)

학생용 자료 예시

1단계 주제 개요에서는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과 각 차시별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2단계
학습목표에서는 내용과 과정별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기술하였으며 3단계에서 과학(S), 기술(T), 공학(E),
인문학(A), 수학(M)의 과목 요소를 분석하였다. 4단계 STEAM 단계 요소에서는 구성틀에 따른 상황제시(Co),
창의적 설계(Cd), 감성적 체험(ET) 단계별 내용을 제시하였다. 5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목표를 다루었다. 6단계는 교사들의 수업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차시별 지도안을 기술하였으며
7단계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평가계획을 다루었다. 그리고 8단계와 9단계에서는 수업을 지도할 때 제공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단계에서는 학생용 자료 예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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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인명구조사를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부해요!
● 중학교군 1-3학년/3차시

차시

소주제

학습 내용

관련 교과 및 활동

<과학>
드론, 코딩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자연 재해 사례 조사하기

1

드론의
발달과
자연재해

Co
- 과학기술의 발달과 드론의 활용
사례 및 비행 원리 조사하기
- TELLO 어플 사용법 및 드론 코딩
연습하기
-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자연 재해의
피해 사례 조사하기
- 인명구조사에 대해 알아보기

자연 재해 가상 시나리오
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맞는 드론
코딩하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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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드론 코딩

Cd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
재해 가상 시나리오 작성하기
-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드론 비행경로 그래프로
작성하기
- 드론 비행경로에 맞게 TELLO어플을
이용하여 코딩하기
- 드론 모의 비행하기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9과16-01] 재해·재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피해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술가정>
[9기가05-01]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정보>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과학>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수학>
[9수03-01]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기술가정>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차시

소주제

학습 내용

관련 교과 및 활동

<과학>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시나리오 발표 및 드론 비행

4

시나리오
발표 및
드론 비행

Science 과학,

ET
- 재난 상황 가상 시나리오 및 드론
코딩 발표 및 공유
- 드론 비행 실시
- 평가

Technology 기술,

<기술·가정>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미술>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Engineering 공학,

Art 예술,

Math 수학

Co Context 상황 제시
Cd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ET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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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군 1-3학년 STEAM

드론 인명구조사를 소개합니다!
1. 주제 개요
우리는 과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일까? 최근 지진에 의한 피해, 태풍에 의한 피해가 늘어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이나 홍수, 지진 해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봄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는 [그림 1]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드론의 발달과 자연재해

자연재해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드론 코딩

시나리오 발표 및 드론 비행

[그림 1] 프로그램의 구성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차시대체형 프로그램으로 총 3차시로 구성되어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의 지권의 변화,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을 주축으로 기술가정, 수학, 기술가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및 활동이 본 프로그램 안에 융합되어 있다. 학습자는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줄 피해를 인식할
수 있으며, 가상 시나리오와 같은 재해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드론 기능 아이디어 제시와 코딩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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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 중학교군

2. 학습 목표
▶ 내용목표
- 드론의 비행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 재해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 가상 시나리오에 맞게 드론 비행을 위한 TELLO어플로 코딩할 수 있다.
▶ 과정목표
- 과학 기술의 발달이 미래 직업에 영향을 끼침을 인식한다.
- 우리 주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드론 코딩 과정을 통해 모둠원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진다.

3. STEAM 과목 요소
▶ S(과학) : 드론의 비행 원리, 우리나라의 자연 재해의 종류
▶ T(기술) : 드론의 발달, TELLO 어플을 이용한 코딩
▶ A(예술) : 자연 재해 가상 시나리오 작성
▶ M(수학) : 드론의 예상 비행경로를 좌표(그래프)로 표현하기

4. STEAM 단계별 내용
차시

STEAM
준거틀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
교과

STEAM
요소

- 과학기술의 발달과 드론의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한다.

1
~
2

상황
제시
(Co)

- TELLO 어플을 이용하여 드론 코딩을 연습한다.

과학,

-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자연 재해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도록 한다.

기가

S,T

-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인명구조사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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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인명구조사를 소개합니다

차시

STEAM
준거틀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
교과

STEAM
요소

- 모둠별로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 재해를 결정하고 상황에 맞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2
~
3

창의적설계
(Cd)

- 자연 재해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드론이 갖춰야 할 기능을 결정하고 설계도를
작성한다.

과학,

- 가상 시나리오에서 드론이 비행할 경로를 좌표(그래프)로 작성한다.

기가

S,T,A,M

- 가상 시나리오 맞게 TELLO 어플을 이용하여 코딩한다.
- 드론을 모의 비행시키면서 코딩과 시나리오를 수정 보완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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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Et)

- 모둠별로 설정한 자연 재해와 가상 시나리오 및 코딩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한다.

과학,

- 드론을 비행시키고 평가를 실시한다.

기가

S,T

학교급 : 중학교군

5. 지도안 총괄표
프로그램명

드론 인명구조사를 소개합니다!

학교급

중학교

차시

총 4차시

교육목표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 재해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드론을 설계하고
코딩으로 드론을 비행시킬 수 있다.

관련교과

과학, 기술가정, 수학, 미술

<과학>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9과16-01] 재해·재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피해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기술가정>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기가05-01]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교육과정
목표

<정보>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미술>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수학>
[9수03-01]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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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인명구조사를 소개합니다

6. 지도안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과학기술의 발달 소개하기
-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생각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뉴스 과학기술의 주도하는 변화
https://www.youtube.com/watch?v=-K2KtPSsAeA&t=1s

과학기술과 드론
- 마이크로소프트사가 6년전 2019년의 모습을 예상해 만든 동영상을
보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기술을 기록한다. 2025년 미래의 동영상을
만든다면 넣고 싶은 장면을 생각한다.

▶ 2019년 미래 사회의 모습
https://www.youtube.com/watch?v=Wo7KbLgk9S4&t=16s

드론의 활용 사례와 비행 원리 조사하기
- 드론의 활용 사례를 3가지 찾아 작성한다.
- 드론의 구조와 날개의 회전 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날개의 회전 방향과
속도에 따른 드론의 이동방향을 예상하여 기록한다.
드론의 활용 사례는 목적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정보 수집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TELLO 어플 사용법 익히기
- 미션을 해결하면서 TELLO 어플 사용법을 익힌다.
<상황 제시> - 활동지에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코딩한다.
코딩 연습을 할 때 모션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고 스마트기기가 1인
드론의 발달과
1대 라면 활동지가 아닌 어플로 미션을 해결하게 한다.

자연 재해
(45분)
(1~2/4차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 재해 사례 조사하기
- 영화 해운대의 주요 장면을 감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자연 재해 사례를
3가지씩 찾아 활동지에 기록한다.
자연 재해 사례를 찾을 때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는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자연 재해의 예를 간략하게 들어 준다.
자연 재해 사례별 대처방안 생각하기
- 자신이 찾은 자연 재해 사례 3가지 중 1가지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활동지에 기록한다.
대처 방안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회가 할 수
있는 일 등 다양하게 작성하게 한다.

▶ 학생들이 직접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TELLO EDU 홈페이지
http://www.wiedu.com/telloedu/index_en.html
▶ TELLO EDU 어플 사용법
https://www.youtube.com/watch?v=6mwRoL0FDrg

▶ 영화 해운대 주요 장면
https://www.youtube.com/watch?v=GTTjmFyY-4I

▶ 네이버 어린이백과 자연재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602
43&cid=47305&categoryId=47305
▶ 기상청
http://www.weather.go.kr/weather/
earthquake_volcano/report.jsp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
main.html
▶ 영화 해운대 구조작전

인명구조사에 대해 알아보기
- 영화 해운대 중 구조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인명구조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인명구조사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소방관은
응시할 수 있고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

10_교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k82i3B7AboM

▶ 지식백과 인명구조사 자격증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1
886&cid=42114&categoryId=42114

학교급 : 중학교군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모둠별 자연 재해의 종류 결정하기
- 개인별로 조사한 다양한 자연 재해 중 1단원 ‘지권의 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모둠별로 정리한다.
- 정리한 자료 중 모둠 토의를 통해 가상 시나리오로 작성할 자연
재해의 종류를 결정한다.
- 모둠명과 이유, 모둠 내 역할 분담을 실시한다.
자연 재해의 종류를 결정할 때 지진, 화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진 해일, 건물 붕괴, 고립 등 다양한 상황을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 기상청
http://www.weather.go.kr/weather/
earthquake_volcano/report.jsp
▶ 지진연구센터
https://quake.kigam.re.kr/

결정한 자연 재해 가상 시나리오 작성하기
- 모둠별로 결정한 자연 재해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드론이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과 방법, 드론의 비행경로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지나는 상황을
포함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창의적 설계>
자연 재해
시나리오에 맞는 드론의 기능 설계하기
가상 시나리오 - 가상 시나리오 상에서 드론이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과 방법에 맞게
작성 및 드론
드론이 갖춰야 할 기능을 설계한다.
설계도 작성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작동 원리 및 방법, 드론의 구조
코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90분)
(2~3/4차시)
시나리오에 맞는 드론의 비행경로 표현하기
- 시나리오에 작성 된 드론의 비행경로를 좌표 또는 그래프로
표현하면서 드론의 비행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고민한다.
- 만약, 장애물 등과 같이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글이나
그림을 그려 표현한다.
그래프를 어려워 할 경우 출발점과 도착점을 찍고 직선, 곡선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한다.
TELLO 어플을 이용한 드론 코딩 및 모의 비행하기
- 드론의 사용법과 코딩 방법을 익힌다.
- 드론 비행 시나리오에 맞게 드론 코딩을 실시하고 모의 비행을 통해
코딩을 수정한다.
모의 비행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 비행 장소를
별도로 구성하며, 좁은 공간 안의 여러 대를 작동시킬 경우 반드시 조작
전에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지 테스트한다.

▶ 드론과 스마트기기 연결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QVg0Hb7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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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모둠별 발표 및 공유하기

<감성적 체험>

- 모둠별로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드론 비행을 실시한다.
드론 비행이 더 실감 남도록 시나리오 발표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드론을 목적지까지 비행시키면서 경로에 대해 해설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발표
지도한다.
및
드론 비행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코딩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되
맨 마지막에 다시 발표하도록 한다.

(45분)
(4/4차시)

평가하기
-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한다.
- 타 모둠의 잘된 점을 우리 모둠 결과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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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 드론, 스마트기기

학교급 : 중학교군

7. 평가 계획
▶ 수행ㆍ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평가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드론 원리
이해

드론 날개의 회전 방향과 빠르기를
보고 드론의 움직임을 Throttle,
Pitch, Roll, Yaw로 구분하고 원리를
옳게 설명함.

드론 날개의 회전 방향과 빠르기를
보고 드론의 움직임 중 Throttle,
Pitch, Roll로 구분하고 원리를 옳게
설명함.

드론 날개의 회전 방향과 빠르기를
보고 드론의 움직임 중 Throttle을
구분하고 원리를 옳게 설명함.

2가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블록으로 코딩함.

2가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코딩함.

2가지 미션 중 1가지를 해결함.

원인이 다른 자연재해를 3가지
찾고 그 중 한 가지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원인이 다른 자연재해를 3가지
찾고 제시한 대처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부족함.

원인이 다른 자연재해를 1~2가지
찾음.

가상
시나리오
작성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고 초기부터 인명
구조까지의 진행 상황을 개연성
있게 작성하였고 각 상황을
그림으로 완성함.

자연재해 발생 초기부터 인명
구조까지의 진행 상황을
작성하였고 각 상황을 부분적으로
그림.

자연재해 발생 초기부터 인명
구조까지의 진행 상황을 작성함.

드론 설계

가상 시나리오 속 인명 구조
방법에 맞게 드론의 기능을
설계도로 제시하고 작동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

가상 시나리오 속 인명 구조
방법에 맞게 드론의 기능을
설계도로 제시하고 작동 방법에
대해 설명함.

가상 시나리오 속 인명 구조
방법에 맞게 드론의 기능을
설명함.

비행경로
표시

가상 시나리오 속 출발지, 목적지,
장애물 등과 드론의 비행경로를
그래프에 좌표를 찍고 선으로
표현함.

드론의 비행경로를 그래프에
좌표를 찍고 선으로 표현함.

드론의 비행경로를 좌표를 찍지
않고 선으로 표현함.

드론 코딩

시나리오 속 비행을 위해 최소한의
블록으로 드론을 코딩함.

시나리오 속 비행을 위해 드론을
코딩함.

시나리오 속 비행을 위해 부분적
으로 드론을 코딩함.

시나리오
발표

시나리오 발표 시 소품을 이용하고
상황극, 뉴스, UCC 등의 형태로
발표함.

시나리오를 상황극, 뉴스, UCC
등의 형태로 발표함.

작성한 시나리오를 발표함.

드론 비행

한 번의 시도로 시나리오에 맞게
드론이 비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함.

두 세 번의 시도로 시나리오에
맞게 드론이 비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함.

여러 번의 시도로 시나리오에 맞게
드론이 비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함.

시나리오 작성, 드론 코딩 등 과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은 있으나,
끈기가 다소 부족함.

시나리오 작성, 드론 코딩 등 과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가 다소
부족함.

드론
코딩
자연 재해
대처 방안
제시

시나리오 작성, 드론 코딩 등 과제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해결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며
끈기 있게 해결함

호기심과
자신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지 않음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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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록지 1
평가
영역

창의적 설계
천체이해하기

팀명

영상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총평

창의성

▶ 평가기록지 2
평가
영역
팀명

창의적 설계
천체이해하기

영상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총평

창의성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
영역

평가기준
◆ 실제 상황에 가까운 시나리오인가?
◆ 드론의 기능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자기
평가
및
모둠
평가
(모둠내)

창의적
설계

◆ 드론 코딩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블록으로 코딩하였는가?
◆ 시나리오 작성, 드론 기능 설계 등 모둠 활동 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였는가?
◆ 시나리오 작성, 드론 기능 설계 등 모둠 활동 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 시나리오 발표 방법이 참신하고 내용이 흥미진진한가?

감성적
체험

◆ 시나리오 발표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시나리오 내용에 맞는 드론 비행이었는가?
◆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참여하였는가?
◆ 실제 상황에 가까운 시나리오인가?

동료 평가
(모둠간)

창의적
설계

◆ 드론 코딩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블록으로 코딩하였는가?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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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의 기능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시나리오 발표 방법이 참신하고 내용이 흥미진진한가?
◆ 시나리오 내용에 맞는 드론 비행이었는가?

평가
상

중

하

학교급 : 중학교군

8. 학습내용

• 도입 영상
- 과학기술의 주도하는
변화
https://www.youtube.com/
watch?v=-K2KtPSsAeA&t=1s

[학습목표]
- 과 학 기 술 의 발 달 로
변화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 드 론 의 비 행 원 리 를
운동 방향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TELLO 어플 사용법을
익히고 주어진 미션을
해결할 수 있다.
- 우 리 나 라 자 연 재 해
사례를 찾고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경기도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354390165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co/ko/index.do

교사용_15

| 2019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

드론 인명구조사를 소개합니다

• 영 상 과 자 료 를 통 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어진 자료 외에도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 관 련 자 료 의 양 이
방대하므로 적절하게
조절하여 적용한다.

• 서울지식재산센터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ipseoul-sba
•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msip

16_교사용

학교급 : 중학교군

[수업전개]
들어가기(5분)
↓
미래 사회의 모습(10분)
↓
드론의 비행 원리(20분)
↓
TELLO 어플 사용법
익히기(10분)

• 영 상 을 통 해 현 재
실현되고 있는 과학
기술이 무엇인지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

• 2019년 미래 사회의 모습
https://www.youtube.com/watch?v=Wo7KbLgk9S4&t=1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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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의 원리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
등장하므로 중력, 힘의
작용 반작용 정도만
안내하고 드론 날개의
회전 원리에 대해
안내한다.

• 드론의 원리
https://blog.naver.com/enjoy_drone/221605960579

18_교사용

학교급 : 중학교군

• TELLO 어플을 이용
하여 어플 사용법을
익히고 드론 코딩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TELLO EDU 어플 사용법
https://www.youtube.com/watch?v=6mwRoL0FDrg
https://www.youtube.com/watch?v=9mSpJjOAiiU
https://www.youtube.com/watch?v=mIQOpkxrMaY&t=1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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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드론 코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간단한 미션을 통해
코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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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 중학교군

• 도입 영상
- 영화 해운대
https://www.youtube.com/
watc
https://www.youtube.com/
watch?v=k82i3B7AboM
[학습목표]
- 우 리 나 라 에 발 생 한
자연 재해 사례를 찾고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모 둠 별 토 의 를 통 해
자연 재해 가상 시나
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 시나리오에 맞게 드론을
코딩할 수 있다.

• 기상청
http://www.weather.go.kr/weather/earthquake_volcano/report.jsp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교사용_21

| 2019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

드론 인명구조사를 소개합니다

• 모둠별로 자연 재해의
종류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모둠명과 역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연재해의 종류는 1단원
‘지권의 변화’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한다.
• 학생들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기상청과 지진연구센터
사이트를 수업 전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상청
http://www.weather.go.kr/weather/earthquake_volcano/report.jsp
• 지진연구센터
https://quake.kigam.re.kr/

22_교사용

학교급 : 중학교군

[수업전개]
우리나라의 자연
재해(15분)
↓
인명구조사란?(5분)
↓
가상 시나리오 작성(25분)

• 가상 시나리오 작성은
가급적 자세히 기록
하게 하고 드론의
비행경로까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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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론 의 기 술 은 많 이
발전해 있고 상용화 되어
있으므로 기능 설계 시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 드론의 비행경로 그래
프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명시해야 하고 실제
거리와 눈금 간의 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게 한다.
• 드론의 평면 운동 이외에
수직 운동이나 장애물
등은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 드론의 활용 분야
https://www.youtube.com/watch?v=sDwqUIfjaT8&list=PLWVCcQ5h68TE6JYgDl7-NGg3EjWefmZqz

24_교사용

학교급 : 중학교군

[학습목표]
- TELLO EDU 어플을
이용하여시 시나리오
맞는 드론 코딩을 할 수
있다.
[수업전개]
드론 코딩 및 모의 비행
(35분)
↓
발표 준비(10분)

• 드론 조작법은 사전에
유인물로 제시하여
학습해 올 수 있도록
한다.

• TELLO 드론 소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tF1-3j1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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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O EDU 어플 사용시
조종에 의한 비행이
아닌 코딩을 통한 자율
비행임을 안내한다.

• TELLO 드론과 관련 있는 어플은 TELLO와 TELLO EDU 어플이 있다. TELLO 어플은 비행과 촬영을
목적으로 하고 TELLO EDU 어플은 이름과 같이 비행 연습 코딩을 위한 어플이다.
• 드론과 스마트기기 연결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QVg0Hb7J-g

26_교사용

학교급 : 중학교군

• 시나리오 맞는 비행을
위해 코딩과 모의
비행을 반복하도록
하며, 그 과정을 기록
하게 한다.
• 학 생 들 의 편 의 를
위해서 코딩 블록을
인쇄하여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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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드론을 자율 비행 시킬 수
있다.
[수업전개]
시나리오 발표 및 드론
비행 (35분)
↓
평가(10분)

• 시나리오 또는 그래프를
크게 제작하게 하여 평가
시 갤러리 워크 또는
지식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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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 중학교군

9. 수업 자료

4차 산업혁명과 유망 직업군
1. 사물인터넷 전문가
사물과 사물의 대화를 위해 센싱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저장된 정보를 불러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사물인터넷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관련 기술: 무선통신, 프로그램개발 등

2. 인공지능 전문가
인간의 인지·학습·감성 방식을 모방하는 컴퓨터 구현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인공지능, 딥러닝 등

3. 빅데이터 전문가
비정형 및 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한 패턴 확인 및 미래 예측에
빅데이터전문가를 금융·의료·공공·제조 등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인공지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도 빅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관련 기술: 무선통신, 프로그램개발 등

4. 가상현실 전문가
가상(증강)현실은 게임·교육·마케팅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 개발·운영 등에서 많은 일자리 생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가상(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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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D프린팅 전문가
3D프린터의 속도와 재료 문제가 해결되면 제조업의 혁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영역(의료·제조·공학·건축·스타트업
등)에서 3D프린팅을 위한 모델링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관련 기술: 3D프린팅

6. 드론 전문가
드론의 적용 분야(농약살포, 재난구조, 산불감시, 드라마·영화
촬영, 기상관측, 항공촬영, 건축물 안전진단, 생활 스포츠 기록 등)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드론

7. 생명 공학자
생명공학이 IT와 NT가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생명정보학,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하여 질병치료 및 인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약·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생명공학, IT 등

8. 정보보호 전문가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확산으로 정보보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보안

30_교사용

학교급 : 중학교군

9.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다양한 산업과 ICT의 융합 그리고 공유 경제
등의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ICT

10. 로봇 공학자
스마트 공장의 확대를 위해 산업용 로봇이 더 필요하며 인공지능을
적용한 로봇이 교육·판매·엔터테인먼트·개인 서비스에 더 많이
이용될 것입니다.
관련 기술: 기계공학, 재료공학, 컴퓨터공학 등

[출처] 4차 산업혁명과 유망직업 10가지
https://blog.naver.com/dreamgodream/2213185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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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이용
1. 앰뷸런스 드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대원이 탄 앰뷸런스는 교통체증이나 불법
주정차 등의 통제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응급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앰뷸런스 드론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소방 드론
최근 소방대원이 접근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힘든 곳에 활용하기 위해
소방 드론이 개발되고 있다. 투척용 소화탄을 가진 드론 또는 소방차의
호수를 연결하여 화재 발생지로 출동해 소방 활동을 돕는 것이다. 이처럼
화재 진압에 직접 참여하는 드론이 있는가 하면 화재를 감시하거나 화재
현장을 소방대원에게 영상으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소방 드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3. 택배 드론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소포와 등기물을 실은 드론을 전라남도 고흥에서
4km가량 떨어져 있는 득량도에 자동 착륙시켰다. 착륙 후 집배원이 드론에서
우편물을 꺼내자 드론은 자동 이륙 후 출발지로 돌아갔다. 드론의 이륙부터
이동, 착륙, 배송 모든 과정은 자동화였다. 집배원이 직접 택배를 배송하였다면
배를 타고 차를 타고 가야할 긴 시간을 드론은 단 10분 만에 완료하였다.
이러한 택배 드론의 개발은 배송이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의 배송 과정과
시간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유통·물류 기업인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통해 세계
최초로 2.3kg 상품을 배송하는 데 성공했다. 자체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에도
총력을 기울여 상용화에 가장 앞서 나가 있다. 구글도 프로젝트 윙이라는 드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2_교사용

학교급 : 중학교군

10. 학생용 자료 예시

생 | 각 | 열 | 기

1/4차시

드론의 발달과 자연재해
우리는 가끔 영화 속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 등 ‘설마 미래에 저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후 설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현재의 과학 기술은 어디까지 발달된 것일까?

들어가기 1 – 과학기술의 발달과 드론
1) 지금과 가장 다를 미래의 모습이 무엇일지 상상해 봅시다.
2) 드론의 활용 사례를 찾아보고 비행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3) 드론 코딩을 위해 TELLO 어플 사용법을 익혀 봅시다.

미래의 우리 모습은 어떨까?
다음은 6년 전, 2019년의 모습을 예상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QR 코드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1) 영상 속 장면 중 현재 실현되고 있는 기술이 있나요?
미러링, 접히는 디스플레이, 네비게이션, 카드형 디스플레이, 실시간 번역기, 전자 신문 등

2) 2025년 미래의 모습을 예상해 동영상을 만든다면 어떤 기술을 더 넣고 싶은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사람이 신발을 신어 발이 깔창에 발 사이즈에 맞게 신발의
크기가 변하는 신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상황에 맞는
화장을 보여주고 따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울, 웨어러블 시계고
각종 정보를 손 등이나 눈앞에 표시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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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1) 영상 속에 등장한 다양한 과학기술 외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론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사례 3가지를 찾아 작성해 봅시다.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이름

미세먼지 감시 드론

경찰 드론

윙

목적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확인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 및
증거 수집 등

물건 배송

2)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드론의 날개는 얇지만 선풍기의 날개와 같이 경사져 있습니다. 드론의
날개가 빠르게 회전하면 공기를 밀어내고 공기를 밀어내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른쪽 드론은 날개가 4개인
쿼드콥터 드론으로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는 시계방향으로,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힘을 위로 받습니다. 드론의 운동은 크게
상승과 하강(Throttle), 전진과 후진(Pitch), 우측과 좌측 이동(Roll), 우측 회전과
좌측 회전(Yaw)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날개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다음의 날개의 움직임을 보고
드론의 운동방향을 예측해 봅시다.

날개의 회전
방향

드론의
이동 방향

상승(Throttle)

하강

좌측 이동

우측 회전

전진

우측 이동

후진

좌측 회전

날개의 회전
방향

드론의
이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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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LLO 어플 속 미션 해결을 위한 조작 방법을 소개합니다.

<TELLO 어플의 메인 메뉴>

TELLO 홈페이지

일시 정지 및 메인메뉴

카메라 조작

시작 버튼
코딩 블럭

저장하기

불러오기

아이콘 설명
미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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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LLO 어플을 이용한 드론 코딩으로 다음의 미션을 수행해 봅시다.
구분

미션1

미션2

드론의 헤드방향 = 오른쪽

드론의 헤드방향 = 왼쪽

Tap to start

Tap to start

Take off

Take off

Forward 2 Tiles

Left 1 Tile

land

Forward 2 Tiles

Take off

Up 2 Tiles

코딩

Back 3 Tiles

Right 1 Tile

어플 내 위치

Earth Lever 1-1

Training Station 05 Practice

상황

드론의
예상 경로
표시

코딩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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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off

Land

Up_Tile(s)

Down_Tile(s)

Forward_Tile(s)

Back_Tile(s)

Left_Tile(s)

Right_Tile(s)

Left Yaw↰

Right Yaw↱

학교급 : 중학교군

들어가기 2 – 자연 재해와 인명구조사
1)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 재해 사례 3가지를 찾고 대처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2) 인명구조사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영화 ‘해운대’는 지진 해일로 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해운대
지역에 초대형 지진 해일 발생하는 자연 재해를 다룬 영화이다. 우리나라에는 지진
해일과 지진, 화산 활동이 발생한 적이 많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진 관측 위치가 늘어나고 장비가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지진의 관측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동해 쪽에는 지진
해일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경주 지진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자연 재해 3가지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내용

지진

태풍

산사태

원인

지층의 충돌, 집안의 물건 들이
떨어지거나 건물이 붕괴하는
현상 발생

강한 저기압으로 인한 빠른
속력의 태풍은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힘

태풍이나 장마 등으로 약해지
지반이 무너져
집이나 도로를 덮침

2) 위 사례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재해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산사태 –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산 주위의 활동을 자제한다.
태풍 – 외출을 자제하고 날아갈 만한 물건들을 잘 고정시킨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인명구조사 들어봤니?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이름 인명구조사는 소방관련 자격증 중 하나인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즉, 소방관이 응시하는 자격증 중의 하나로 신체적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 기술, 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이다. 영화 ‘해운대’의 주인공 중 이민기는 인명구조사로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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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2~3/4차시

자연 재해 가상 시나리오 작성하기 및 드론 코딩
자연 재해의 종류 결정
1) 전 시간에 작성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 재해를 모둠별로 정리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할 종류 한 가지를
결정해 봅시다.
구분

모둠원1

모둠원2

모둠원3

모둠원4

개인별 작성한
자연 재해

태풍

지진

산사태

홍수

우리 모둠이 결정한
자연 재해

태풍

모둠명
(이유 포함)

수상구조대

2) 앞으로의 수업 과정을 살펴보고 모둠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나열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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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과정

해결해야할 과제

자연 재해 가상 시나리오 작성

자연 재해의 원인 설명, 상황 설정 등
실제 상황 같은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에 맞는 드론 기능

튜브를 원하는 위치에 낙하 시키는
드론 장치 아이디어

시나리오 속 드론 비행경로 표현

드론의 비행을 최단 시간 또는 최단
거리로 설정하기

드론 코딩

최소한의 블록을 이용하여 코딩하기

모의 주행

모의 주행 후 코딩 수정을
반복하면서 시나리오에 맞는
드론 비행 시키기

담당자

학교급 : 중학교군

가상 시나리오 작성
1) 모둠이 결정한 자연 재해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봅시다.
상황 설명

그림

어느 여름 날!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태풍이
몰려왔다. 태풍의 비바람으로 해안가에서 놀던
사람들 일부가 깊은 바다로 떠내려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수상구조대가 출동하게 되었다.
수상구조대 드론은 위에 튜브를 싣고 떠난다.
바다로 비행하는 동안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에서
떠내려간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수상구조대 드론은 발견한 사람의 위로 최대한
가깝게 이동한 후 튜브를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 배경

음악:
소품:
▶ 기타 준비 사항:
▶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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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시나리오 속 드론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기능

설계도

튜브 탑재 기능
튜브 낙하 기능

3) 가상 시나리오 속 드론의 비행경로를 아래의 그래프에 좌표를 찍고 선으로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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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사용할 쿼드콥터 TELLO 드론을 소개합니다.
상자 속 드론의 모습
(보관 시 배터리 분리)

드론의 전체 모습

배터리 장착 모습
(배터리 위 아래 구분 있음)

드론의 헤드(카메라) 부분

드론의 우측 전원 버튼

전원 켰을 때 연결 대기 중
(노란색 불 깜빡임)

본체 충전 부분
(마이크로 usb 5핀)

배터리 충전기

날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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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ELLO 어플을 이용한 드론 코딩 방법을 살펴봅시다.
메인화면

코딩 화면

코딩 블럭들

코딩 결과를 가상으로 확인 가능

드론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화면 좌측 위)

드론과 연결되었을 때(화면 좌측 위)

※ 와이파이는 스마트기기에서 TELLO라는 이름으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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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상 시나리오 속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드론을 코딩해 봅시다.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4차 시도

5차 시도

Tap to start

Tap to start

Tap to start

Tap to start

Tap to start

Take off

Take off

Up 50cm

Up 50cm

Left Yaw 90

Left Yaw 90

Right yaw 90

Forward 225cm

Forward 500cm

Front Flip

Left 210cm

Left Yaw 180

Left Flip

Forward 210cm

Right 210cm

Right 210cm

Back 500cm

Right Yaw 90

Land

Forward 490cm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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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다|지|기

4/4차시

시나리오 발표 및 드론 비행
평가하기
1) 모둠별 가상 시나리오 및 드론 비행을 보고 별점과 글로 평가해 봅시다.
모둠명

모둠

모둠

모둠

모둠

모둠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나리오
개연성

시나리오
흥미도

드론 기능의
실현 가능성

코딩과 드론
비행의 완성도

평점

이건 우리도
해보고 싶다.

이것만큼은
우리 모둠이
제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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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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