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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수업대체용 프로그램 안내
1. 프로그램 특징
- 본 프로그램은 학생 참여 기반 협력 중심 학문분야 융합형 탐구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실생활 맥락
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견의
즐거움과 탐구의 기쁨, 과학의 즐거움과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 생활 주변의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 하는 작업을 통해 창의 산출물을 제작해 봄으로써 학
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자
료를 수집ㆍ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의 중요성과 함께 수학ㆍ과학의 학문적 역
할을 이해하도록 하여 적극적 참여와 평생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전문적인 용어와 고도화된 분석 툴로 인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갖는 다양한 관심 분야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산출물을 얻기까지의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콘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라는 주제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수집된 정보(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적절한 시각화 기법을 통해 창의적 산
출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법을 통한 창의성 신
장을 목표로 하여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빅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등을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탐구해 보고, 실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도록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 빅 데이터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창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프로그램 사용 방법
-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교사용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안내하였습니다. 각 주제별로 학교 급별로 연계된 과목별 교육과정과 ‘차시별 활동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별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수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과정안이나 수업 활동 내용에
을 제시하여 수업 적용 시 주의할 점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용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자유학기제용 교수 학습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 학교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전체 또는 차시(부분) 등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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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차시

1

관련
교과

정보

정보

2

수학
사회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정보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표현,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성취기준)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성취기준)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정보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표현, 자료와 정보의 분석,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성취기준)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성취기준)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수학
(내용요소) 자표평면과 그래프
(성취기준)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사회
(내용요소) 생활 속 환경 이슈
(성취기준) [9사(지리)10-03] 생활 속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고, 환경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정보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분석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정보

3

과학
사회

과학
(내용요소) 생물의 분류, 생물 다양성의 보전
(성취기준) [9과03-02] 생물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다.
(성취기준) [9과03-03]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사회
(내용요소) 생활 속 환경 이슈
(성취기준) [9사(지리)10-03] 생활 속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고, 환경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정보

4

수학
미술

정보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분석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수학
(내용요소) 자료의 정리와 해석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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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
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생물 다양성의 보전
(성취기준) [9과03-03]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과학

5

사회
미술

사회
(내용요소)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기술, 생활 속 환경 이슈
(성취기준) [9사(지리)01-03] 지리 정보가 공간적 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지리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성취기준) [9사(지리)10-03] 생활 속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고, 환경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
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성취기준)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국어
수학

6

정보
미술
과학

수학
(내용요소)
(성취기준)
(내용요소)
(성취기준)

자표평면과 그래프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성취기준)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분석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
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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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내용요소) 전기와 자기
(성취기준) [9과09-02]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자극과 반응
(성취기준) [9과20-02] 뉴런과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을 통해
자극의 종류에 따라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성취기준)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수학
(내용요소)
(성취기준)
(내용요소)
(성취기준)
국어

자표평면과 그래프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성취기준)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수학

7

과학
기술
가정

과학
(내용요소) 전기와 자기
(성취기준) [9과09-02]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자극과 반응
(성취기준) [9과20-02] 뉴런과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을 통해
자극의 종류에 따라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기술가정
(내용요소) 기술 활용
(성취기준)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성취기준) [9기가05-08]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사례를 찾아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국어
수학

8
미술
과학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성취기준)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수학
(내용요소)
(성취기준)
(내용요소)
(성취기준)

자표평면과 그래프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성취기준)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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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
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전기와 자기
(성취기준) [9과09-02]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자극과 반응
(성취기준) [9과20-02] 뉴런과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을 통해
자극의 종류에 따라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성취기준)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수학
(내용요소) 자표평면과 그래프
(성취기준)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국어
수학
정보
9~10

미술
과학
기술
가정

정보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분석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
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전기와 자기
(성취기준) [9과09-02]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자극과 반응
(성취기준) [9과20-02] 뉴런과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을 통해
자극의 종류에 따라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기술가정
(내용요소) 기술 활용
(성취기준)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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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
■ 주제 개요
중학교 학생용 프로그램인 ‘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는 공공분야의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고, 이를 시각화 기법을 활용해 이해 자료를
만들어 봄으로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을 구성하였
다. 해당 학년군의 국어(듣기･말하기), 수학(자표평면과 그래프, 자료의 정리와 해석, 확률과
통계), 과학( 생물의 분류, 생물 다양성의 보전, 전기와 자기, 자극과 반응), 사회(생활 속 환
경 이슈), 정보(자료와 정보의 표현,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자료와 정보의 분석), 미술(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기술가정(기술 활용) 단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공공분야의
빅 데이터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단순 설
문 분석에서의 Data Mining과 함께 SNS에서의 Opinion Mining, 연설문 분석을 위한 Text
Mining 실습을 통해 비정형 Data Mining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공공분야 빅 데
이터를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과 시각화
과정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고 디자인하여 창의 산출물로 발표하는 모둠별 활동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빅 데이터와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집단 지성의 활용 과정에서 수학적 탐구력, 문제해결
력, 예술적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학습목표
1) 빅 데이터와 Data Mining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빅 데이터가 실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3) 빅 데이터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STEAM 과목 요소(예시)
○ S :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과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을 통해
개체 인식 과정 체험,
○ T/E：생태하천에 설치된 다수의 WiFi 스캐너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 알아보기
○ A：생태하천에 들어설 시설물을 계획하고 제시된 지도에 색연필을 이용하여 표시한 활동과
더불어 생태하천을 안내할 간단한 안내 책자 제작하기
○ M：다리를 구성하는 구조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할지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모둠별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된 다리를 디자인하고 다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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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준거
○ 상황제시

본 프로그램에서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과 관련된 빅 데이터
에서 Data Mining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도출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을 제공하였다. 학생 주도적으로 Data Mining을 체험하고 빅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과정을 통해 탐구력,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시별 상황 제시는 다
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1차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기술의 융합과 사물인터넷(IoT)를 살펴보고,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우리 생활에서 이용되는 사물인터넷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 2차시에서는 사회 인프라와 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시티를 소개하였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환경 기술 사례 및 수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스마트 워터 시티를 살펴보고,
첨단기술이 도시 시설과 융합되어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3차시에서는 우리 동네 하천 주변의 식물과 하천에서 살고 있는 수생 생물에 대해 모둠
별로 조사하여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4차시에서는 기상청의 일기도와 Windy의 Wind & Weather Map의 기상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이도록 하였다.
- 5차시에서는 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생태지도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 제작할 우리 동네 하천에 대한 생태지도 제작의 기본 소양을 쌓도록 하였다.
- 6차시에서는 미래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특정인을 인식하는 과정을 제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어떻게 인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7차시에서는 로마에 있는 산탄젤로 성을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을 제시하고 성 입구의
관광객, 기독교의 성인상, 천사상, 가로등 같은 길쭉한 형태의 사물에서 어떻게 사람이 인식
되는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8차시에서는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건물을 소개하는 자료를 읽고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9~10차시에서는 타코마 다리가 붕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을 제시하고 다리를
건설할 때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지 모둠별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빅 데이터의 Data Mining과 이를 시각화하는 활동에서 학생들
의 창의적 설계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각 활동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7 -

- 1차시에서는 우리 동네 하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오픈 소스형 보드인 micro:bit와
micro:bit 제어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티터, 파이썬 등에 대해 알아보고 micro:bit의
LED 제어를 간단하게 실습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2차시에서는 micro:bit와 탁도 센서를 이용해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해보고 이를 활용해
커피, 주스, 물에 대한 탁도 값을 비교해보도록 하였다. 또한, 표본으로 가져온 우리 동네
하천의 물의 탁도를 측정하고 micro:bit를 이용해 Data Mining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3차시에서는 우리 동네 하천 주변의 식물과 하천에서 살고 있는 수생 생물에 대해 조사
해보고, 국내 자연관찰 시민프로젝트인 네이처링(naturing)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생물을 특정하고 형태를 그려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4차시에서는 우리 동네 하천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SNS와 연관어 맵, 검색어 분석을 통한 빅
데이터 시각화 사례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였다.
- 5차시에서는 앞선 차시에서 이루어진 학생 활동을 산출물로 제작해보도록 하였다. 우리
동네 하천의 화학적 수질 데이터인 탁도 측정 결과와 3차시에서의 생물학적 생태 데이터를
시각화 방법을 통해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지도를 제작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6차시에서는 생태하천에 설치된 다수의 WiFi 스캐너로부터 받은 정보(데이터 제공)를 바탕
으로 생태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해 이용 패턴을 상세 분석하여
이용자 별 이용형태 사이클을 규명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 자료를 Wind Rose Diagram로 시각화 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 7차시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분류한 다음 고양이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에 대한 토의 및 발표를
하고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과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을 통해
개체 인식 과정을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8차시에서는 생태하천에 들어설 시설물을 계획하고 제시된 지도에 색연필을 이용하여 표시
한 활동과 더불어 생태하천을 안내할 간단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 9~10차시에서는 다리를 구성하는 구조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할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생태하천 건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토의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하천의 다리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리 모형의 장단점을 토의 및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다리를 디자인하고 다리를 제작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창의적 설계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감성적인 체험을 통해
체득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활동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차시에서는 사물인터넷과 micro:bit에 대한 학습을 통해 사물인터넷의 활용성을 파악하고
미래사회에서 사물인터넷의 활용 사례를 예측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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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에서는 우리 동네 하천의 물의 오염도 측정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미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을 알아보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하였다.
- 3차시에서는 탐사를 통해 우리 동네 하천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느끼고 생물자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4차시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지나는 미세 먼지의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빅 데이터에서
얻어진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화 전략이 필요함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차시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고 생태지도를 통해 우리 나라의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6차시에서는 학교생활 중 Data Mining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을 토의하는 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차시에서는 사람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토의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8차시에서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천 중 좋았던 하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토의하는
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9~10차시에서는 생태하천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래 상징적인 캐릭터
디자인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융합인재교육(STEAM) 활동 안내
차시

차시명

지식 UP 실전 UP

1

• 생활에서 이용되는 사물인터넷의 사례에 대한 모둠 의견 발표
micro:bit로
• 오픈 소스형 보드인 micro:bit와 micro:bit 제어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티터를 활용해 micro:bit의
무엇을 할 수
LED 제어를 위한 MakeCode Editor에서 블록을 구성
있을까요?
• 미래에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모둠별로 토의하여 발표

2

• 첨단기술이 도시 시설과 융합되어 도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례 조사
우리 동네
하천의 물은 • 커피, 주스, 물의 탁도를 예측하여 탁도 센서로 측정된 그래프의 data(실선의 색)와 비교하기
얼마나
• 하천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하여 발표
맑을까?
•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으로 정리하여 발표

3

우리 동네
하천에는 • 평소 우리 동네 하천에서 관찰했던 동식물들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
어떤 생물이 • 자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를 활용해 알게 된 우리 동네 하천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 그리기
살고
• 생물자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모아진 의견 발표
있을까?

4

우리 동네
하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 기상청의 일기도와 Windy의 Wind Map을 비교하여 어떤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
일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모아진 의견 발표

• 소셜메트릭스(http://www.some.co.kr)에 접속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는 생각 파악하기
• 연관어 맵을 통해 좋아하는 연예인의 매니저가 되어 SNS 빅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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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터랩(https://datalab.naver.com/)에 접속하여 ‘패션잡화’라는 주제에 대한 트렌드 파악
봐요.

• 한국, 중국, 일본을 지나는 미세 먼지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보고, 각국의 미세 먼지 수치 사이의 연관성
토론

5

• 우리 동네 하천의 화학적 수질 데이터인 탁도 측정 결과와 3차시에서의 생물학적 생태 데이터를 시각화
우리 동네
하천을 생태 방법을 통해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지도 제작
지도로
•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모아진 의견 발표
그려봐요.
• 야생 생물의 멸종 위기를 극복하는데 생태지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사
•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낸 영상 제세 및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 발표

6

• WiFi 스캐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의견 발표
우리 동네
생태하천에 • 생태하천에 설치된 다수의 WiFi 스캐너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을
서는 무엇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해 이용 패턴을 상세 분석하여 이용자 별 이용형태 사이클 규명
할까요?
• 생태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 자료를 Wind Rose Diagram로 시각화
• 학교에서 Data Mining을 이용해서 알고 싶은 것 토의
• 로마 산탄젤로 성 입구의 관광객, 기독교 성인상, 천사상, 가로등 중에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토의 및 발표

7

누가 우리 • 개와 고양이를 분류한 다음 고양이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에 대한 토의 및 발표
동네
•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 체험
생태하천을
찾아올까요? •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 활동에서 걸음걸이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한 개체 인식
과정 체험

• 사람에서 볼 수 있는 선천적으로 다른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토의 및 발표

8

• 공공디자인에 대한 자료 제시 및 토의 발표
우리 동네
생태하천을 •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토의 및 발표
멋있게
• 생태하천에 들어설 시설물을 계획하고 제시된 지도에 색연필을 이용하여 표시
디자인해
• 생태하천을 안내할 간단한 안내 책자 만들어 보기
보자!
•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천 중 좋았던 하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토의 및 발표
• 타코마 다리가 붕괴되는 과정을 통해 다리를 건설할 때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지 모둠별로

토의 및 발표
우리 동네 • 다리를 구성하는 구조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할지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생태하천 건설 시 고려해야
생태하천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토의 발표
9~10
다리를
•
생태하천의 양 지역을 연결할 다리로 제시될 수 있는 14가지 다리 모형의 장단점 토의 및 발표
만들어 보자!
• 모둠별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된 아름다운 다리 디자인 및 다리 제작

• 생태하천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캐릭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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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차시명

학습목표

주요내용
• 통신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며 각 산업과 기술의 경계가 허물
어지는 융합 현상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진 커다란 변화입
니다. 그 중 사물인터넷은 사물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부착된 센
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 사물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활발하게 이용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용되는 사물인터넷의 사례
를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고 발표해 봅시다.
• micro:bit를 이해하고 사물인터넷에 • 마이크로 비트(micro:bit)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이크로 비트는

1

활용할 수 있다.
micro:bit로
무엇을 할 수 • 우리 동네 하천의 수질을 측정하기
있을까요?
위한 micro:bit의 기본 활용 능력을
갖춘다.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서 개발한 자바스크립트기반의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를 이
용해 프로그래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makecode.microbit.org에 접속하여 마이크로 비트의
LED를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짝이도록 MakeCode Editor에서 블
록을 구성해봅시다.

• 여러분은 오늘의 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이 무
엇인지 배우고,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마이크로 비트와
MakeCode Editor에서 블록을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
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활용되면 있을지
를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여 발표해봅시다.

• 스마트 시티는 인적자원과 사회 인프라, 교통수단, ICT 기술 등
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도시입니다.

• 스마트워터시티는 크게 스마트 장치,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서
비스로 구성되는데, 스마트 장치는 효율적인 상수관망 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 설비를 의미하며 수질 모니터링, 정수처리, 원
격제어밸브, 자동수질측정장치, 누수센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워터시티를 통해서 볼 때, 첨단기술이 도
시 시설과 융합되어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하
여 발표해 봅시다.

2

우리 동네 • micro:bit를 이용하여 우리 동네 하천
하천의 물은
의 탁도를 측정하고 Data Mining을
얼마나
할 수 있다.
맑을까?

• 탁도 센서를 micro:bit에 연결하여 물의 탁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우선, 탁도 센서를 마이크로 비트에 연결합
니다. 탁도 센서로 샘플의 탁도를 측정하기 위한 코딩을 합니다.

• 탁도 센서로 커피, 주스, 물의 탁도를 측정하고, 그래프의 데이
터를 분석합니다.

• 우리 동네 하천에 가서 물을 조금 떠 와 물의 탁도를 측정해봅시다.
• 물이 오염된 정도를 알기 위해 용존산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동네
하천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또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2018년 5월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는 2018년 8월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부에서 일회
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지속가
능발전의 관점으로 정리하여 발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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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하천의 주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하천의 주변을 탐사하고 하천 주변의 식물
들과 하천에서 사는 수생 생물들에 대해 조사를 해봅시다.

3

우리 동네
• 자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을 활용해 알게 된 우리 동네 하천
하천에는 • 자연관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동 에서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그려봅시다.
어떤 생물이
네 하천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알
•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살고
아보기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
있을까?
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 생물자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모둠별 토의 내용
을 발표해봅시다.

• 윈디 기상정보를 기상청의 분석 일기도와 비교하여 어떤 정보
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일지 친구들과 토론
해 봅시다.

• 소셜메트릭스(http://www.some.co.kr)에 접속하여 현재 사람들
이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는 생각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4

우리 동네
하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봐요.

• 연관어 맵을 통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떤 연관어
• 우리 동네 하천에서 수집된 수질
측정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정
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와 관련이 있는 지 알아보고, 여러분이 연예인의 매니저라면 이
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토론해봅시다.

•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 데이터랩에 접속하여 패션잡화
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해볼까요?

• 윈디의 자료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을 지나는 미세 먼지의 이
동 경로를 확인해 봅시다. 각국의 미세 먼지 수치 사이의 연관
성을 토론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방법
을 통해 결과를 제시해봅시다.

• 생태지도는 동식물과 물, 바람, 땅 같은 생태환경이 어떻게 생겼
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
태적으로 꼭 보전해야 할 지역이 어디인지도 알 수 있으며, 생
태적으로 가꾸기 위한 자원들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5

알기 쉽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우리 동네
하천을 생태 • 생태정보를 담은 우리 동네 하천의 •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지도를 만들어 주민들에 우리 동네 하천
지도로
생태지도를 그릴 수 있다.
의 생태정보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모둠별로 자
그려봐요.
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지도를 제작해 보세요.

• 우리 지역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무
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들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
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 과제 수행 및 토론을 위해 모둠을 구성해 봅시다.
• WiFi Sensing 기술을 통해 생태하 • 다음은 미래사회에서 볼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사람을 어떻

6

우리 동네
천을 찾아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생태하천에
있다.
서는 무엇을
• 시각화 기법을 통해 빅 데이터를
할까요?
다양한 표현할 수 있다.

게 확인하는지 알아봅시다. 동영상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사
람을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세요.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
견을 기록하고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다음 글을 읽고 철수네 피자 가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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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기술을 이용하여 알아봅시다. 철수는 WiFi 스캐너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모둠별로 토의한 후 내용을 정
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를 통해 모아
진 의견을 기록하고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우리 동네 생태하천에 다수의 WiFi 스캐너를 설치하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
간을 알아보았습니다. 2개월간의 이용 패턴을 상세 분석하여 이
용자 별 이용형태 사이클을 규명하였고 그중 일부가 다음과 같
이 분석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
형태 분석을 모둠별로 진행해 보세요. (Data는 별지 자료 참조)

•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 형태 분석을 한다.
• 다음 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위치에서 풍속 및 풍향을 그래
픽으로 표시한 Wind Rose Diagram입니다. 이 도표를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여 앞서 만든 생태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 자
료를 시각화 시켜보세요.

• 교사가 제공한 Data를 이용해 Rose Diagram을 그립니다.
• 사람들이 생태하천을 어떻게 이용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Data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서 Data Mining을 이용해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로마에 가면 아름다운 산탄젤로 성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의 양쪽에는 기독교의 여러 성인과 천사상과 함께 가로등이 양
옆으로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모두 길쭉한
형태의 사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사람인지 우
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
고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고양이와 개는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다른 점이 있습
니다. 개와 고양이를 분류한 다음 고양이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을 적
어보세요.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7

누가 우리 •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생태하천을 • 사람 얼굴에서 다양한 지점을 잡아 이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찾아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른 얼굴 패턴이 형성됩니다. (얼굴 인식 과정 설명)
동네
생태하천을 • 걸음걸이 인식 기술을 통해 생태하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과 같이 본인의
찾아올까요 천을 찾아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얼굴을 그려보세요. (아래 얼굴의 특징점 28개를 기준으로
?
있다.
한다). 자신의 사진 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네임펜과 자
를 이용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

•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걸음걸이를 이용하는 방
법입니다.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은 걸음걸이 형태
가 신경, 근육, 뼈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
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되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둠별로 아래 활동을 진행합니다. 모둠별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태어납니다. 선천적으로 서
로 다른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 발표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8

우리 동네 • 공공 디자인을 적용하여 생태하천을 • 제시된 자료를 읽고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
디자인 할 수 있다.
생태하천을
록 하겠습니다.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모둠별
멋있게
• 생태하천에 들어갈 시설에 유니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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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천에
는 어떤 시설물들이 있어야 할까요? 모둠별로 토론하고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태하천에 들어설 시설물을 계
획하고 제시된 지도에 색연필을 이용하여 표시해 보세요. 생

디자인해
보자!

설 디자인을 적용해 디자인 할 수 태하천에 들어설 시설물을 계획하고 제시된 지도에 표시합니다.
있다.
• 우리 마을 생태하천을 안내할 간단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보
겠습니다. 예시안을 참조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보세요.

• 우리 동네에 있는 생태하천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하천
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천 중 좋았던 하천에
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토의해 보세요. 토의를 통해 모아
진 의견을 기록하고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동영상 내용은 1940년 미국의 타코마 다리가 붕괴되는 과정을 보
여주는 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다리를 건설할 때 어떤 사항
들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세요. 토의를 통
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생태하천의 양 지역을 연결해줄 아름다운 다리를 파스타를 이
용해 만들려고 합니다. 다리를 구성하는 구조물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어야 할지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생태하천 건설 시 고
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토의해 보세요.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생태하천의 양 지역을 연결할 다리로 아래와 같은 14가지 다리 모
우리 동네 • 공공 디자인을 적용한 생태하천 다
생태하천
리를 디자인 할 수 있다.
9~10
다리를
• 다리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킬 수
만들어 보자!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형이 있습니다. 다리 ①~⑭를 3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다리가 가지는 장단점을 토의해 보세요.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생태하천에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 낮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밤에는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둠별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된 아름다운 다리를 디자인
해 보세요,

• 이제 모둠별로 디자인 한 다리를 바탕으로 다리를 만들어 보
겠습니다. 아래의 과정을 참고하여 다리를 만듭니다.

• 우리 동네 생태하천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생태하천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만
들기 위래 상징적인 캐릭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모둠별로 토의
를 통해 생태하천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홍보할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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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척도
중

평가영역

평가항목

창의적

생활 속
빅 데이터
Mining

빅 데이터 Mining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

빅 데이터 Mining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문제를 발견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빅 데이터 Mining을
수행하였으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빅 데이터
시각화

빅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함

빅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에
맞게 설계하였으나
의미전달이 효과적이지 못함

빅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에
맞게 설계하지 못함

상

설계

평가영역

평가항목

우수함

하

평가 척도
다소 노력이 필요함

많은 노력이 필요함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
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
결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
으나 끈기가 부족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
기가 부족함

흥미와
참여도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도전 과
제 해결 과정에 어려워하
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
가 거의 없으며 도전 과제
해결 과정에 거의 참여하
지 않음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감성적
체험

○ 수행⋅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번호

이름

창의적 설계
생활 속 빅 데이터
Mining 과제
수행에서의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빅 데이터 시각화에
관련된 과제 수행에서의
창의적 설계

집중과 끈기

흥미와
참여도

창의성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평가

방법

영역
감성적

자기
평가

체험
창의적
설계

동료

창의적

평가

설계

평가 척도
평가기준
상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흥미, 참여도)
모둠별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성취감, 보람)
Data Mining을 통해 얻어 데이터에 담긴 정보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
였는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정밀한 시계 제작 탐구 활동을 수
행하였는가?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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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

1차시

micro:bit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micro:bit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차시

1/10

• micro:bit를 이해하고 사물인터넷에 활용할 수 있다.
• 우리 동네 하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micro:bit의 기본 활용 능력을 갖춘다.
상황제시

4차 산업을 이해하고 사물인터넷의 사례를 파악하기

창의적 설계

MakeCode Editor에서 블록을 구성하여 마이크로 비트의 LED를 제어하기

융합준거
교수학습
자료
학습

인터넷, 컴퓨터, 학생용 활동지, micro:bit 보드, USB 케이블
교수·학습 활동

단계
<상황 제시>

▣ 교사 활동 :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모든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간
(분)
8‘

있다는 점입니다. 통신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며 각 산업과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 현상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진 커다란 변화입니다.

도입

- 생활에서 이용되는 사물인터넷의 사례를 발표하기
∘센서가 부착된 칫솔을 이용해 이를 닦은 시간과 이가 잘 닦이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파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의 구조를 파악하여 청소가 이루어진 곳과 아
직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파악하고, 청소 중간에 배터리 충전
을 위해 충전기에서 충전한 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청소를 마저 끝
냅니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창의적 설계>

30‘

▣ 교사 활동: 마이크로 비트(micro:bit)에 대해 알아봅시다.
- 마이크로 비트는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작은 컴퓨터입니다.

전개

- 마이크로 비트는 작은 부피에도 불구하고 기본 센서와 핀, LED,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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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마이크로 비트는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거나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를
이용해 프로그래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와 파이썬은 마이크로 비트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며,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여 컴파일(사람이 작성한 언어를 0과 1로만 이루어진 기계
어로 번역하여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된 기계어를
마이크로비트 보드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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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비트의 LED를 하트 모양으로 반짝이도록 MakeCode

Editor에서 블록을 구성하기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이제 micro:bit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이해
하게 되었지요? 다음 시간에서는 여러분이 micro:bit을 이용해
우리 동네 하천이 얼마나 맑은 지를 알아내기 위해 물의 탁도
DATA를 사물인터넷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정리

- 사물인터넷의 미래 활용 방안 발표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 약병을 만들어 약 먹을 시간이 되면 환자에
게 약을 먹으라고 알려줌. 만약 환자가 제시간에 약을 먹지 않으면
약병의 센서가 이를 감지해 병원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이후 병원
방문 시에 조처될 수 있도록 함.
∘자동차 키를 차에 꽂으면 스마트폰과 주행거리, 연료 소모량, 차의 위
치 변화 등이 연동되어 좀 더 효율적인 운전습관을 갖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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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사용 자료
■ 마이크로 비트(Micro:Bit)
마이크로 비트는 BBC가 2015년 3월 12일 BBC의 ‘Make It Digital’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영국에서
컴퓨터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교육용 보드로 BBC Micro Bit, micro:bit이
라고도 한다.

[ 마이크로 비트 ]
마이크로 비트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가속도/지자기 센서, 밝기 조절이 가능한 5 ×5 LED, I/O
핀, 저전력 블루투스 안테나, 버튼, USB 소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 비트를 활용하
면 여러 다른 부품들을 함께 준비해야 할 필요 없이 작은 공간에서도 실험이 가능하다.

[ 마이크로 비트의 구성 (출처 : 마이크로 비트 맛보기) ]
마이크로 비트는 Python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거나 Microsoft에서 개발한 JavaScript
block editor를 이용해 프로그래밍하여 사용한다. JavaScript block editor의 경우 Scratch와 비슷한
개발환경으로 Arduino나 Raspberry Pi처럼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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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비트의 Python 편집기(microbit.org)

■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JavaScript block editor)
마이크로 비트는 Microsoft의 JavaScript block editor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JavaScript
block editor는 block과 JavaScript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는데, block은 처음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우스를 사용하여 block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을 할 수 있다. JavaScript의 경우 기본적으로 Script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므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의 지도에 주의가 필요
하다.

마이크로 비트의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microb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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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

2차시

우리 동네 하천의 물은 얼마나 맑을까?

■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우리 동네 하천의 물은 얼마나 맑을까?

차시

2/10

• micro:bit를 이용하여 우리 동네 하천의 탁도를 측정하고 Data Mining을 할 수 있다.
상황제시

첨단기술이 도시 시설과 융합되어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조사하기

창의적 설계

우리 동네 하천의 여러 지역에서 채집해온 물의 탁도를 측정하고 그래프에 표현하기

융합준거
교수학습
자료
학습

인터넷, 컴퓨터, 학생용 활동지, micro:bit 보드, 탁도센서, 점퍼 케이블
교수·학습 활동

단계

▣ 교사활동 : 과제 수행 및 토론을 위해 모둠을 구성해 봅시다.
모둠은 5명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여 3차시의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총 6모둠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상황 제시>
▣ 교사 활동: 스마트 시티는 인적자원과 사회 인프라, 교통수단, ICT 기술
등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
룰 수 있는 도시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물, 에너지, 교통,
네트워크 등 인프라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합니다.

도입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인프라(출처:adtellintegration.com)]
▣ 교사 활동: IoT에 기반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효과적인 쓰레기 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200여 개에는 무선 센서가 부착돼 있는데, 이 센서들은
사물인터넷 망을 통해 각 쓰레기통을 언제 비워야 하는
지를 환경 미화원들에게 알려줍니다.

[IoT에 기반한 쓰레기 처리(출처:www.smartcitygoy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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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5‘

자료 및 유의점

▣ 교사 활동: K-Water는 최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수량·수질·수생태·환경 등을 수자원 관리에 영향
을 미치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내 지역 물 정보 및 댐 현황(출처:www.water.or.kr)]
▣ 교사 활동: 스마트 워터 시티는 크게 스마트 장치, 스마트 솔루션, 스

마트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스마트 장치는 효율적인 상수
관망 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 설비를 의미하며 수질 모
니터링, 정수처리, 원격제어밸브, 자동수질 측정장치, 누수
센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스마트워터시티 구성 요소(출처:www.waterjournal.co.kr)]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첨단기술이 도시 시설과 융합되어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조사
∘바이오매스장 인근에 악취센서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원을 추척하고 악취확산
예측
∘스마트 자동 모기 포집기로 잡은 모기를 자동으로 계수하여 모기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으로 방역의 효율성 증대

<창의적 설계>

35‘

▣ 교사 활동: 탁도 센서를 micro:bit에 연결하여 물의 탁한 정도를 측정할

전개

수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 탁도 센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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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 센서(출처:www.dfrobot.com)]
- 탁도 센터를 마이크로 비트와 연결합니다.

[탁도 센서(Tubidity Sensor)와의 연결도(출처:kocoafab.cc)]
- 탁도 센터으로 탁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코딩을 합니다.

int ledPin = 13;
int sensor_in = 2;
void setup(){
pinMode(ledPin, OUTPUT);
pinMode(sensor_in, INPUT);
}
void loop(){
if(digitalRead(sensor_in)==LOW){
digitalWrite(ledPin, HIGH);
}else{
digitalWrite(ledPin, LOW);
}

- 탁도 센서를 커피, 주스, 물에 각각 넣어 액체의 탁도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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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주스, 물에 대한 탁도 측정(출처:www.dfrobot.com)]
4. 측정된 커피, 주스, 물의 탁도 값을 비교합니다. 탁할수록 측정 센서에
전압이 적게 흐릅니다.

[측정된 탁도 값(출처:wiki.dfrobot.com)]
- 커피, 주스, 물의 탁도를 예측하여 위에서 주어진 그래프의 data

(실선의 색)와 비교
∘액체의 탁한 정도는 커피 > 주스 > 물일 것이다.
∘액체가 탁할수록 측정 센서의 전압이 적체 측정되므로 탁도가 가장 큰 것은
파란 선의 data일 것이다.
∘파란색 실선이 물, 붉은색 실선이 주스, 초록색 실선이 커피의 data이다.
적절한 과제(예 : 물에 넣은 잉크의 정도에 따라 탁도의 변화량 측정)
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 코딩을 수정하고, 분석결과를 모둠
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 교사 활동: 우리 동네 하천에 가서 물을 조금 떠 와 물의 탁도를 측정해봅
시다.

[하천의 물을 채수하는 장면(출처:www.wifss.ucdavis.edu)]
하천의 물을 떠올 땐,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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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하천의 여러 지역에서 채집해온 물의 탁도를 측정하

고 그래프에 표현 (단, 측정시 물들의 온도는 동일해야 한다.)

- 하천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또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수는 중성이므로
pH 7에 가까울 것이다.
∘냄새를 통해서 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유기물, 조류, 소독제, 산업폐기
물 등에 의해 물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
∘대장균군의 수에 따라 물의 오염된 정도를 알 수 있다. 총대장균군의 수가 많
을수록 물은 오염되었을 것이다.

<감성적 체험>

5‘

▣ 교사 활동: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사회가 주
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

[풍력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생산(출처:pixabay.com)]
▣ 교사 활동: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
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
대 공동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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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출처:sustainabledevelopment.un.org)]
-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지속가능발전의 관점
으로 정리하여 발표
∘최근 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무분별하
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쌓여 북태평양에 커다란 쓰레기 섬을 만들기도 함. 이
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지속가능성이란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는 친환경
수지를 이용한 빨대 등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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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 지속가능발전(SD)
산업 혁명 이후 가속화된 대량생산-대량폐기로 인하여 현재 인류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구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존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
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분별한 산림 벌채(출처:pixabay.com)]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다.
환경영역의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도시 및 산업개발 등이 가능하다
는 의미에서 생태 지속가능성이라고도 한다. 과거의 경제 발전은 환경(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필연적
으로 수반해왔으나, 환경을 훼손하는 경제 발전을 과연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부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
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각 나라와 지역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과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6. 모두를 위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보장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
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 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
표로, 그 중 6번째 목표인 누구나 이용 가능한 깨끗한 물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지구상에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열악한 경제 환경과 시설
로 인해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물 부족과 위생시설 결여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물 부족,
나쁜 수질과 열악한 위생시설은 전 세계 빈곤 가구의 식량 안보, 생계유지, 그리고 교육 기회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50년까지 세계인구의 4분의 1은 만성적 혹은 빈번한 담수 부족에 시달
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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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출처:pixabay.com)]
■ 탁도
탁도는 물의 흐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시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탁하다는 말
은 빛의 통과를 방해하거나 물의 투명도를 제한하는 부유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도 ladakh 지역의 강(출처:pixabay.com)]
수질 지표로서의 탁도는 보통 빛을 입사시켜 부유 물질에 의해 산란된 정도를 광학적으로 측정하
여 나타낸다. 탁도의 측정 방법은 그냥 눈으로 관찰하는 육안법과 센서를 이용하는 기기분석법이 있
다. 기기 분석법은 혼탁 입자들에 의하여 빛의 산란도를 측정하는 네펠로법(Nephelometry)을 이용한
다. 탁도 센서는 빛을 입사시켜 빛의 산란도를 통해 액체의 탁함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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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

3차시

우리 동네 하천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우리 동네 하천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차시

3/10

• 자연관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동네 하천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알아보기
상황제시

생태와 생물 자원의 중요성 파악하기

융합준거
창의적 설계
교수학습
자료
학습

자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에서 제작된 빅 데이터 활용 방안 만들기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단계

▣ 교사활동 : 과제 수행 및 토론을 위해 모둠을 구성해 봅시다.
모둠은 4명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여 5차시의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분)
3‘

<상황 제시>
▣ 교사 활동 : 우리 동네 하천의 주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하천의 주변을 탐사하고 하천 주변의 식
물들과 하천에서 사는 수생 생물들에 대해 조사를 해봅시다.
- 평소 우리 동네 하천에서 관찰했던 동식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창의적 설계>

35‘

▣ 교사 활동: 서식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동식물을 생태계 관
점에서 관찰하고 시간, 위치, 기후 등 환경정보와 함께 기록하
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함으로써 소통하고 데이터 축적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확인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시민과학프로젝
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개

[ 국내 자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 네이처링(www.naturing.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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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전 안전교육
을 실시한다.

총 6모둠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도입

자료 및 유의점

[ 글로벌 자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 iNaturalist(www.inaturalist.org) ]
- 자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을 활용해 알게 된 우리 동네 하천에서 살고 있
는 동물과 식물들을 그려봅시다.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생태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
고 있는 이 지구는 다양한 기후에 따라 다양한 동물과 실물들
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 교사 활동 : 전 세계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2일 세
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합니다.

정리

- 생물자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들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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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을 참고하여 한반도의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도서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생물자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 생물자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
한다.
∘식량, 연료, 의약품 등 우리 삶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
∘토양, 공기, 물을 정화해주거나 산사태를 막아주는 등 환경 조절의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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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 네이처링 앱 사용법
가. 위치정보 기록을 위해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고 GPS를 켭니다.
나. 생물이름 입력

① 생물분류 선택 후 생물이름을 검색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② 서식지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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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진 등록

① 갤러리에서 선택 또는 직접 촬영해 사진을 등록합니다. (최대 5장 등록 가능)
② 관찰시각을 확인합니다. (대표사진의 촬영시각 정보가 자동 입력됨)

③ 관찰위치를 확인합니다. (대표사진의 위치 정보가 자동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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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다양성의 날
생물다양성은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공동의 자산이며 귀중한 유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자본
입니다. 생물다양성의 정의에는 지구상 생명체의 특출한 다양성과 이러한 생명체가 만들어져 온 자연 환
경, 즉 생태계가 포함됩니다. 생물다양성은 우리가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인류의 발전에 모든 자연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자원 개발, 지속 불가능한
소비 패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산업 오염 등 인간의 개입은 생물다양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
합니다.

[ 세계지도로 본 생물다양성 손실(2006~2050년) 예측 (출처:GRID-Arendal) ]
생물 다양성의 날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손상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를 넘어,
태도를 바꾸고 경제-사회적 관행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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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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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

4차시

하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시각화 해봐요.

■ 4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하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봐요.
다.

융합준거
창의적 설계

자료
학습

4/10

• 우리 동네 하천에서 수집된 수질 측정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상황제시

교수학습

차시

기상청과 website windy의 기상데이터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빅 데이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전략을 수
립하기

인터넷, 컴퓨터,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단계
<상황 제시>

▣ 교사 활동 :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시간
(분)
8‘

- 기상청의 일기도와 Windy의 Wind Map을 비교하여 어떤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일지 토론하기

도입

[기상정보 www.kma.go.kr]

[윈디 www.windy.com]

윈디에서는 전세계의 기상데이터를 수집하여 만든 기상정보 빅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함으로써 분석에서 나타난 정
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다 흥미롭고 빠르게 기상
정보를 습득하고 미래의 기상정보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창의적 설계>

30‘

▣ 교사 활동: SNS의 빅 데이터 분석의 시각화 사례를 살펴봅시다.

전개

- 소셜메트릭스(http://www.some.co.kr)에 접속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는 생각들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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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의 감성을 공유하고, 연
관 키워드를 통해 관심을 갖는 관련 이슈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을 위해서 소셜메트릭스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와 관련된 한 달 동안의
연관/감성/주간 급증 키워드 순위를 얻을 수 있다.
- 연관어 맵을 통해 좋아하는 연예인의 메니저가 되어 활용방안을 토론해봅
시다.

연관어 맵을 통해 해당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형성된 이미지를 파악하
고, 긍정적인 연관어의 경우 언론과 팬클럽에 어필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략
적으로 관리하고, 부정적인 연관어의 경우 초기에 대응하여 확산되는 것을 막는
등 이미지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
▣ 교사 활동: 검색어 분석을 통한 빅 데이터 시각화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 데어터랩(https://datalab.naver.com/)에 접속하여 ‘패션잡화’라는 주제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해봅시다.

2019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개월 동안 패션잡화에 대한 검색을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면 운동화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으나 날이 더워지는 여름철이
가까워지면서 샌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검색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감성적 체험>

정리

▣ 교사 활동 : 윈디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적절한 과제(예로 바람에 따른 N
O2나 SO2 이동경로를 분석해 한중일 각국이 서로에게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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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향이나 먼지 질량 분석을 통한 미세 먼지의 이동 경로 파
악)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 검색하고, 분석 결과를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선정해 모둠별로 발표하도
록 한다.

- 한국, 중국, 일본을 지나는 미세 먼지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보고, 각국의 미세
먼지 수치 사이의 연관성을 토론해봅시다.
먼지 질량 분석을 통해 대체로 중국의 사막에서 발생한 미세 먼지가 한국을 거
쳐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라별 미세 먼지 발생 상황을
제외하면 각국의 미세 먼지 수치 사이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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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 Windy를 활용한 기상자료 분석하기: https://www.windy.com

① 화면 하단의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시간별 기상 예측 결과를 확인한다.

② 오른쪽 화면 하단의 고도 슬라이드를 조정하여 지표면에서부터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상데이타의 변
화를 확인한다.

③ 화면 오른쪽의 레이어를 선택하면 보다 다양한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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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gram 사용하기 : https://infogram.com/
① 인포그램에 무료 회원가입을 하고서 Library에서 Infographic을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② 인포그램의 다양한 테마 중 원하는 테마를 선택한다.

② ‘Add data’를 선택하여 그래프에 들어가는 자료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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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dd chart’, ‘Add map’, ‘Add graphics’ 등을 선택하여 그래프의 모양을 바꾸거나 지도나 영상, 이미
지 등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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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

5차시

우리 동네 하천을 생태지도로 그려봐요.

■ 5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우리 동네 하천을 생태 지도로 그려봐요.
차시
• 생태정보를 담은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지도를 그릴 수 있다.
상황제시

5/10

생태 지도의 중요성 파악하기

융합준거
창의적 설계
교수학습
자료
학습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지도 제작

인터넷, 컴퓨터,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단계

▣ 교사활동 : 과제 수행 및 토론을 위해 모둠을 구성해 봅시다.
모둠은 5명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여 3차시의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분)
7‘

총 6모둠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상황 제시>
▣ 교사 활동 : 생태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
고 있는 이 지구는 다양한 기후에 따라 다양한 동물과 실물들
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 유전적인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지닌 토마토 ]

도입

▣ 교사 활동 : 생태지도는 동식물과 물, 바람, 땅 같은 생태환경이 어떻게 생
겼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태적으로 꼭 보전해야 할 지역이 어디인지도 알 수 있으며,
생태적으로 가꾸기 위한 자원들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지자체에서 제작한 지역 하천의 생태지도 ]

<창의적 설계>

전개

30‘

▣ 교사 활동: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지도를 만들어 주민들에 우리 동네 하천
의 생태정보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모둠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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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동네 하천
의 생태지도를 만들어봅시다.
※ 예시안

[ 하천 생태지도(출처:경남도민일보) ]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개

정리

체 수가 갑자기 감소하거나 일부 개체만 남아 있어 가까운 미
래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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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멸종위기 야생생물들 ]
-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기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가속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
∘온실 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교사 활동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267종이
나 된답니다.

[ 전라북도에서 제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지도 ]
- 야생 생물의 멸종 위기를 극복하는데 생태지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
는지 조사하기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임
∘지역별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 개발을 제한하거
나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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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60종이 지정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
어 현재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207종이 지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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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

6차시

우리 동네 생태하천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 6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우리 동네 생태하천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차시

6/10

• WiFi Sensing 기술을 통해 생태하천을 찾아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통해 빅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상황제시

미래 사회에서 개인을 인식하는 과정 제시하기

융합준거
창의적 설계
교수학습
자료
학습

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전략을 수립하기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단계
■ 생각 열기

▣ 교사활동 : 과제 수행 및 토론을 위해 모둠을 구성해 봅시다.

시간
(분)
5‘

Ÿ수업 시작 후 학습
동영상이

모둠은 4명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5차시 활동과 발표시간을 고려

바로

플레이 될 수 있

하여 6모둠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도록 준비한다.

<상황 제시> 동영상(마이너리티 리포트 클립 동영상) 시청하기
▣ 교사 활동 : 다음은 미래사회에서 볼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봅시다.

도입
[ 마이너리티 리포트 :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tVzzVd5q4OU) ]
- 동영상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세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예시
사람마다 다른 특성인 얼굴 패턴, 홍채 무늬 패턴, 정맥 패턴, 걸음걸이 패턴 등을
통해 개인 식별

35‘

■ 생각 키우기
<창의적 설계>

전개

자료 및 유의점

▣ 교사 활동 : 다음 글을 읽고 철수네 피자 가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지
WiFi 기술을 이용하여 알아봅시다. 철수는 WiFi 스캐너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모둠별로 토의한 후 내용을 정
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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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피자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게에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WiFi 신호를 수신하는 WiFi 스캐너가 있어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에 들어오지 않고 주위에 머물
러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신호를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Ÿ사전 학습을 통해
WiFI Sensing 기
술에 대한 간단한
개념학습을 진행
한다.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가게 주변 유동인구 변화, 계절 별, 날자 별, 요일 별 재방문자 변화, 가게
방문 고객 수, 가게 방문 고객의 행동변화, 고객의 가게 체류시간, 고객의
가계 위치별 체류 시간, 고객의 가게 내부 이동 변화 패턴

■ 생각 펼치기
▣ 교사 활동 : 우리 동네 생태하천에 다수의 WiFi 스캐너를 설치하고 이곳을 지
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을

Ÿ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알아보았습니다.

주제를 검색하고
결과에 토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개월간의 이용 패턴을 상세 분석하여 이용자 별 이용형태 사이클을 규명
하였고 그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분석 되었습니다.
ŸEXCEL Data 자료를
미리 제시한다.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 형태 분석을 모둠별로 진행해
보세요. (Data는 별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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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 형태 분석을 한다.

▣ 교사 활동 : 다음 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위치에서 풍속 및 풍향을 그래픽

ŸRose

Diagram

으로 표시한 Wind Rose Diagram입니다. 이 도표를 만드는 방법을

그래프와 시각화를

참고하여 앞서 만든 생태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 자료를 시각화

위한 각종 필기

시켜보세요.

구를 미리 준비
한다.

사전 학습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Rose Diagram이 나오게 된 배경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개념학습을 진행한다.
▣ 학생 활동 : 교사가 제공한 Data를 이용해 Rose Diagram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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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가장 효과적으로 자료를 표현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생각 다지기

5‘

<감성적 체험>

정리

Ÿ모둠별로

9~10차

시에 만들 생태

▣ 교사 활동 : 사람들이 생태하천을 어떻게 이용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천 다리의 디

Data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인 주제를 선

Data Mining을 이용해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하고 파스타를

∘시험에 잘 나오는 기출문제 분석하기

이용하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급식 반찬 분석하기

수 있는 방법에

∘어떤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수학을 잘할까 분석하기

대해 사전 준비
를 한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49 -

만들

교사용 자료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
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
공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
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된다.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
한 IP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으
로부터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 센서를 내장할 수 있다. 모
든 사물이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물인터넷의 발달
과 블록체인 보안기술의 발달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
조이다.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 가트너에 따르면 2009년까지 사물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수는 9억 여개였으나 2020년까지 이 수가 26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많은 사물이
연결되면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기존 기술로 분석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해진다. 이것을 빅 데이터라고 부른다. 따라서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효율적인 알고리
즘을 개발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사물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함께 대두되고 있다.

■ WiFi sensing 기술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의 휴대폰에서 발신되는 WiFi 신호를 감지하여 실시간 유동 방문객 및
방문 패턴을 분석하는 빅 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이다. 특정 장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 양상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함으로써 방문자에 대
한 심층적 이해 및 미래가치에 핵심이 되는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다. CCTV 영상 정보 입
력 시 얼굴의 3차원 Image Cutting 정보를 추출을 위한 자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중객체
식별 및 타켓을 분석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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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블록체인 기술
많은 금융 회사들이 기존에는 중앙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중앙집권형 네트
워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숨기는 것으로 보안을 유지했던 기본의 방식에
서 벗어나 새로운 장부를 걸해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보내고 이를 사용자들의 기존 장부와 대
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이다. 즉, 거래 정보를 참여자들 간(P2P)에 분산 및 저장하여 공동으로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블록체인이
라는 이름은 이러한 분산형 네트워크의 성향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역이 담기며, 모든 거래 사용자들은
이러한 블록들이 연결된 블록체인 사본을 갖게 된다. 여기서 관반수가 넘는 사용자들이 동의한 거래
내역만 진짜 블록으로 인정되어 영구적으로 보관할 블록으로 묶여진다.

송금 거래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송금
하면 송금 거래 정보가 하나의 블록으로 생성된다. 이때 A의 거래 정보가 기록된 블록은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달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의 블록들과 비교하
여 생로 생긴 블록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검증과정을 거친 후 블록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면 해당 블록은 각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실제 A의 송금이 완료
된다. 사물인터넷(IoT)에서 중앙화된 단일 시스템 구조는 늘어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용량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사물인터넷(IoT)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기술은 단일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천문
학적인 데이터 처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물인터넷(IoT)에서 디바이
스와 디바이스 간 연결에 있어 보안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BIG DASTA 처리의
핵심 시술로 성장해 가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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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자동차와 빅 데이터

행을 즐길 수 있다. 파리 지하철 1호선이 운전실
을 승객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건 이 열차가 운
전자 없이 전 자동으로 운행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2017년 12월 현재 △신분당선 △의정부
경전철 △부산 도시철도 4호선 △대구 3호선 △
인천 3호선이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다.
기차를 무인으로 운행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장
점이 있다. 우선 배차 간격을 90초로 유지할 수
있어 승객 수송량이 50%가량 늘어난다. 가속이나
감속이 컴퓨터에 의해 최적화되기 때문에 약 30%
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다. 또한 기차 간 운행
간격, 속도 등이 자동으로 제어돼 보다 정확한 시
각에 역까지 도착할 수 있다.
열차뿐 아니라 오늘날 운행되는 대부분의 여객기
역시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운항되고 있다. 이륙
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행에서 조종사는 자동 조
종 기능의 도움을 받는다. 조종사는 문제가 발생
할 때만 이를 관측하고 바로잡는 업무를 수행한
다. 장시간 비행기를 조종하는 상황에서 인간 조
종사의 집중력과 반응 시간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 조종 시스템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자율주행차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오래됐다. 처음

필수 기능인 셈이다.

자율주행차가 나온 건 1980년대였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

자율주행

연구팀

내브랩(NavLab)이

1986년 쉐보레 밴을 개조한 자율주행차 ‘내브랩
1’을 선보인 게 시작이었다. 이후 메르세데스 벤
츠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관련된 ‘유레카 프로
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많은 자동차
회사와 연구기관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손을
뻗었다. 최근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업계는 물론, IT 업계까지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구글이 프리우스를 개조한 자
율주행차 주행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순간, 막연히
미래 자동차라 생각되던 자율주행차는 현실로 다
가왔다.
‘자율주행 기술’,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파리를 여행할 때, 지하철 1호선의 맨 앞 칸에 타
면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운전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탑승자를 위한 좌석과 바깥을 볼 수
있는 널찍한 유리창이 있다. 이 좌석에 앉으면 창
밖으로 시원하게 뻗은 철로 위 풍경을 보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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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실현 가능한 미래일까?

견 차이가 있겠지만 철도와 항공에서처럼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 열차나 항공기 자동 조종 시스템

에서도 자율주행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다.

처럼 자율주행 수송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깊
숙이 일상에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안전’을 넘어 ‘문화’로

퓨터나 기계가 수송 시스템의 제어권을 가져가는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위험한 건 뭘까? 바로

걸 암묵적으로 수락했을까? 이 수락이 자신의 안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나 ‘부주의한 운전 습관’이

전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다. 운전은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적용될까?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그렇다’다.

이어질 수 있지만 매일 습관처럼 운전하는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항공기 자동 조종 시스템이나

사람에게 사고의 위험은 눈앞에 닥치기 전까진

자율주행 열차와 비교하면 아직 많은 부분에서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작은

발전해야 하지만 결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방심은 교통 법규 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 졸음

기술은 아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철도나 항공기

운전 등을 부르고 자칫 음주 운전이나 과속 운전

에만 탑재되던 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든 자동차에

혹은 보복 운전처럼 ‘위험한 운전’으로 이어질 수

적용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주행 환경 인

있다. 만약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띠를

식 센서와 고성능 컴퓨팅 칩의 가격이 낮아지고

착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으며, 아무런 감정적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 덕분이다.

동요 없이 이상적으로 운전에만 집중하는 인공지

이미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능이 인간 운전자를 대신한다면? 차는 탑승자의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서도 자율

상태와 상관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주행 소프트웨어를 공식 자동차 운전자로 인정했

있을 것이다. 이는 탑승자가 다른 일에 신경을 빼

다. 물론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제 어떤 방

앗겼거나, 매우 화가 났거나, 조급한 상태이거나,

식으로 실현되느냐’엔 관점에 따라 크고 작은 의

술에 만취했거나, 매우 졸린 상태라 해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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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 이렇게 운전자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자율

점진 VS 급진, 자율주행 기술을 대하는 두 가지 접근법

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

오늘날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중인 업체들의

행 상황을 판단해 자동차를 제어해 목적지까지

기술 개발 전략은 점진적 접근과 급진적 접근 등

알아서 운전하는 자동차를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점진적 접근법은 전통적

차’라 할 수 있다.

인 자동차 제조 업체인 다임러·BMW·폭스바겐·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로 인해 발

요타·닛산·현대·GM 등이 주로 사용한다. 자율주행

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점진적 기술 개발을 통해

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운전하는 시간을 여가

기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은 상태

활동이나 다른 생산적인 일에 활용할 수 있고 장

에서 자율주행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애인이나 고령의 노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자동

있다. 급진적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기업은 구글·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밀지

애플·아마존·우버 등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핵심 기

도와 주변 환경 인식 센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술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다. 전통적 자동차 제조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들과 교통 정보를 공유할

기술은 없지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

수 있으므로 연료 소비나 목적지까지의 이동 시

반으로 초기(1~3)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완전 자

간을 최적화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

율주행(4~5) 단계를 구현함으로써 자율주행 자동

이 검증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화될 것이다.

차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야에서 주도

그렇게 되면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

권을 차지하는 게 목표다.

라 필요할 때마다 차를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될

두 전략 간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느

것이다. 자동차 공유 문화가 자리 잡으면 주차장

전략이 최후의 승자가 될진 아무도 알 수 없다.

의 필요성이 줄어 사람들은 이 공간을 다양하게

아마도 이 게임의 승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술적 완성도와 사용자의 수용 정도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만약 모든 운전 환경을 99% 이상 안

미국자동차기술학회가 정한 자율주행 기술 6단계

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혁신적 자율주행 자동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루는 기사들을 읽어보면 기

차 기술이 개발되거나, 특수 자율 주행 인프라를

술 개발의 성숙도에 따라 자율주행 단계가 나뉘

모든 도로에 구축하는 교통 정책이 수립된다면

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선 그중 미국자

안정적으로 4·5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이 가

동차기술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능해질 것이다.

SAE)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여섯 단계

이런 기술을 토대로 사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모

로 분류하는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단계를 쉽

든 구간의 운전을 기계에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형성된다면 차량에서 운전대를 없앤 구글 자동차

△액셀과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발’ △운전대를

처럼 급진적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전략이 승자

조작하는 ‘손’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눈’ △위험

가 될 것이다. 반대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새로

에 대응할 수 있는 ‘의식’ △‘운전자’ 그 자체가 필

운 기술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단계별 자율

요하다. 각 단계마다 점진적으로 이 요소들을 자

주행 기술을 점진적으로 구현, 검증하는 방법의

유롭게 해주는 정도가 달라진다. 1단계에선 발이

신뢰도가 더 높아질 테고 사용자들도 이런 과정

자유로워지고 2단계는 손까지 자유롭게 해준다. 3

을 거쳐 서서히 자율주행 자동차를 받아들이게

단계는 눈, 4단계는 의식을 자유롭게 해주며 마지

될 것이다.

막 5단계가 되면 운전자 자체가 필요 없는 완전
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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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

7
7차시

누가 우리 동네 생태하천을 찾아올까요?

■ 7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융합준거
교수학습
자료
학습

누가 우리 동네 생태하천을 찾아올까요?

차시

7/10

•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생태하천을 찾아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 걸음걸이 인식 기술을 통해 생태하천을 찾아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제시

동영상(로마 산탈젤로 소개자료) 제시하기

창의적 설계

개인 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표현하기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단계
■ 생각 열기

<상황 제시> 동영상(로마 산탈젤로 소개자료) 시청하기

시간
(분)
5‘

자료 및 유의점

Ÿ수업 시작 후 학습
동영상이

바로

플레이 될 수 있
도록 준비한다.

[ 로마 산탈젤로성 :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fE5I0-DUGTI) ]

도입

▣ 교사 활동 : 로마에 가면 아름다운 산탄젤로 성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에는 기독교의 여러 성인과 천사상과 함께 가로등이 양 옆으
로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모두 길쭉한 형태
의 사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Ÿ사전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생체 인식 기술에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대한 간단한 개념
학습을 진행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기독교의 여러 성인, 천사상, 가로등의 경우 움직이지 않지만 사람이 경우
음직임이 있고 시시각각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등의 차이가 있음

35‘

■ 생각 키우기
<창의적 설계>

전개

▣ 교사 활동 : 고양이와 개는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Ÿ학생들이 인터넷

개와 고양이를 분류한 다음 고양이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을 적어보세요.

에 접속하여 다
양한 주제를 검

다양한 고양이와 개 그림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개와 고양이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고양이가 개와 다른 특징을 모둠별로 토의하여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색하고

결과에

토의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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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사전에

모둠별

숫자에 맞게 개
와 고양이 사진
을 코팅해서 준
비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 고양이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
①

귀가 뾰족하며 쫑긋하게 올라가
있고, 세워져 있음.

⑩

②

수염이 개에 비해 많고 김.

⑪

혓바닥이 없음.

③

표정이 굳어 있음.

⑫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음.

동공 모양이 김.

④ 얼굴이 평면적이며, 역삼각형 구조로 됨. ⑬ 귀가 대체적으로 곧게 세워져 있음.
⑤

눈과 눈동자의 경계가 뚜렷함.

⑭

혓바닥을 안 내밈.

⑥

귀 속이 훤히 들어남,

⑮

충성심이 없고, 무례함.

⑦

눈동자 색의 스펙트럼이 넓음.

⑯

사료를 아무거나 먹지 않음.

⑧

코 모양이 비슷하며, 라인이 뚜렷함.

⑰

민첩함.

⑨

높은 곳을 좋아함.

⑱

개와 고양이를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생각 펼치기
▣ 교사 활동 : 사람 얼굴에서 다양한 지점을 잡아 이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사람마다 다른 얼굴 패턴이 형성됩니다. (얼굴 인식 과정 설명)
얼굴인식 과정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사전 학습으로 개념 학습을 진행한
후 실시한다.
■ 얼굴인식 과정

1. 캡처링(Capturing) : 카메라나 CCTV를 통해 얼굴 이미지를 캡처한다.
2. 추출(Extracting) : 캡처한 이미지로부터 얼굴 특징점 정보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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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조(Comparing) :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사진 정보와 대조한다.
4. 매칭(Matching) :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과 데이터베이스 일치 결과를
확인한다.

Ÿ미리 학생 개인
의 사진을 A4 사
이즈로

▣ 교사 활동 :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과 같이 본인의 얼
굴을 그려보세요. (아래 얼굴의 특징점 28개를 기준으로 한다)
▣ 학생 활동 : 자신의 사진 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네임펜과 자를 이용
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인쇄해

놓는다. 학생들의
얼굴 크기는 가
급적 동일한 크
기로 인쇄될 수
있도록 한다.
Ÿ네임펜, 자, 투명
필름을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

사진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네임펜으로 얼굴의 주요 특징점을 그린
다음 선으로 연결하도록 지도한다.
▣ 교사 활동 : 이제 모둠별로 그린 개인별 초상화를 선생님이 임의로 칠판에
붙여놓고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통해
얼굴인식 과정의 우수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Ÿ모둠별로 스마트폰,
▣ 학생 활동 : 선생님이 칠판에 붙이는 이미지를 보고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에 참여한다.

노트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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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학습 과정 ]
▣ 교사 활동 :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걸음걸이를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은 걸음걸이 형태가
신경, 근육, 뼈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되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둠별로 아래 활동을 진행합니다.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에 의한 개인 식별은 신체의 다양한 지
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 데이터가 필요함으로 학생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과 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 학생 활동 :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 실험

1. 모둠별로 2명을 선정하여 교실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간다.
2. 걸어가는 사람의 앞쪽에서 오른쪽 방향 45도 각도에서 스마트폰으로 걸어
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3.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읽어 들인 후 1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Capture한 후
Capture 이미지를 프린트한다.
4. 이미지 상에서 다음 표를 작성한다.
시간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①~②~③

③~④~⑤

⑥~⑦~⑧

⑨~⑩~⑪

각도

각도

각도

각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5. 표를 그래프화 하여 다른 학생들의 그래프와 비교한다.
▣ 학생 활동 : 모둠별로 활동을 진행한다.
학생 개인의 그래프를 비교하여 걸음걸이 인증이 생체 인식의 한 방법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학생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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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5‘

Ÿ모둠별로

9~10차

<감성적 체험>

시에 만들 생태

▣ 교사 활동 :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태어납니다. 선천적으로 서로

하천 다리의 디

다른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

자인 주제를 선

니다.

정하고 파스타를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방법에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대해 사전 준비
를 한다.

<예시안>
❶ 지문 인식

❷ 홍채 인식

❸ 정맥 인식

❹ 손 모양 인식

❺ 걸음걸이 인식

❻ 안면 인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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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 빅 데이터를 통한 얼굴인식

Google의 페이스 넷은 지금까지 나온 얼굴인식 시스템 가운데 가장 정확한 99.96%의 얼굴 인식률을
실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만 3천명의 데이터 이미지를 사용한 결과 에서 100%에 이르는 얼굴
인식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신경망에 얼굴인식 능력을 갖게 하기위해 온라인에서 데이터 마이
닝 방식으로 본인과 일치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얼굴사진을 가져와 무작위로 배열해 놓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Google의 접근방식은 얼굴 당 128바이트만 사용하고도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얼굴인식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Google의 페이스 넷은 얼굴의 반 정도가 그늘질 정도로
빛이 약한 곳에서도 얼굴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인식률은 99.96%로 거의 100%에 이릅니다.

■ 빅 데이터를 통한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

생체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문, 홍채, 얼굴 등 사람의 신체
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과 사인이나 음성, 걸음걸이, 제스처 등 사람의 행위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
법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적 특징은 지문, 홍채 등 정적인 정보와는 달리 일정시간 동안의 정보
로, 제스처 등은 유출 시 변경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자각으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거부감이 적고 좀 더 편의적으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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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은 사람의 걸음걸이 형태를 분석해 특징을 추출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의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연구해본 기법입니다. 신경이나 근육, 뼈 등에 이상이 있으면 비정
상적인 걸음걸이가 나타난다는 데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걸음걸이 인식은 3 단계로 구분되는데 대부
분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걸음걸이를 정보를 저장합니다. 카메라는 사용자를 직각으로 촬영하는 것
이 좋은데 이는 옆모습이 걸음걸이의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 인식의 첫 단계
는 획득된 영상에서 배경을 삭제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는 추출 과정입니다. 특징은 공간, 시간, 시공
간, 주파수 영역 등 다양하게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B 내 특징과 비교하여 사용자
를 인증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걸음걸이 인식을 위한 특징 추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중
하나는 실루엣의 윤곽선 정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루엣의 너비(width), 실루엣의 세로 및 가로, 각
도 변환 등을 이용합니다. 모델 기반 방법에서는 키, 머리와 골반 사이 길이, 골반과 발 사이의 최대
길이, 발 사이 거리 등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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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

8차시

우리 동네 생태하천을 멋있게 디자인해 보자!

■ 8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융합준거
교수학습
자료
학습

우리 동네 생태하천을 멋있게 디자인해 보자!

차시

8/10

• 공공 디자인을 적용하여 생태하천을 디자인 할 수 있다.
• 생태하천에 들어갈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디자인 할 수 있다.
상황제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한 공공 디자인 건물 이야기 제시

창의적 설계

생태하천에 들어설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단계
■ 생각 열기

시간
(분)
5‘

<상황 제시> 교사 제공자료 읽기

자료 및 유의점

Ÿ수업 시작 후 학습
동영상이

▣ 교사 활동 : 제시된 자료를 읽고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플레이 될 수 있
도록 준비한다.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해 한적한 곳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사람들의 통행이 드물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가로등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마을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 시설을 생태하천에 설치한다면 어느 곳에 설
치하면 좋을까요?

Ÿ사전 학습을 통해
공공디자인에 에

도입

대한 간단한 개념
학습을 진행한다.

[ 모퉁이의 기적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444956&memberNo=11014795 ]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생태 하천의 다양한 위치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시설물을 설치함으
로서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 눈에 시설물의 용도를 알 수 있
도록 시설물을 디자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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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생각 키우기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천에는

Ÿ학생들이 인터넷

어떤 시설물들이 있어야 할까요? 모둠별로 토론하고 발표해 봅시다.

에 접속하여 다
양한 주제를 검
색하고

결과에

토의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생태하천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항공사진을 보여준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생태하천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다. 축
구, 농구경기장, 연못, 간이골프장, 휴게소, 승마장, 자전거 전용도로, 조류
생태 탐방장, 숲길,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간이 요트장, 어린이 동물원,
미니 골프장 등의 시설이 생태하천의 크기에 다라서 들어설 수 있다.

■ 생각 펼치기

전개

▣ 교사 활동 :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태하천에 들어설 시설물을 계획
하고 제시된 지도에 색연필을 이용하여 표시해 보세요.
▣ 학생 활동 : 생태하천에 들어설 시설물을 계획하고 제시된 지도에 표시한다.
Ÿ 사전에 모둠별
■ 생태하천 설계 과정

숫자에 맞게 지
도맵과

시설물

아이콘을 만들어
코팅해서 준비한다.

1. 생태하천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2. 전철역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3. 다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4. 시설물 ①~⑭의 위치를 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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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안 ]

Ÿ 사전에 모둠별
숫자에 맞게 안
내 책자를 만들
준비물을 준비한다.

각종 시설물 아이콘을 미리 인쇄하고 코팅하여 생태하천 이미지에 간단하게 탈
부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 교사 활동 : 우리 마을 생태하천을 안내할 간단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보
겠습니다. [ 예시안 교사 제시 ]

예시안을 참조해서 생태하천을 안내할 간단한 안내 책자를 만들도록
하되 부담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생태하천에 들어갈 시
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디자인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안내 책자를 만든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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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5‘

Ÿ모둠별로

9~10차

<감성적 체험>

시에 만들 생태

▣ 교사 활동 : 우리 동네에 있는 생태하천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하천

하천 다리의 디

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천 중 좋았던 하천에는

자인 주제를 선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토의해 보세요.

정하고 파스타를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방법에
최근에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다. 기존 하
천을 정비하면서 생태하천을 만들기도 하고 도시 경관을 해친다고 복개되
었던 하천도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시민의 여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
태하천을 만들기도 한다.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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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사전 준비
를 한다.

교사용 자료

■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어원적 의미로는 ‘마음에서 인식되고 후속적인 실행을 위해 의도된 계획 또는 목적에
대한 수단의 채택’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제작 설치 운영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각종 상징물, 증명서, 행정서식 등의 각종 공간 시설, 용품, 정보와 관련된
디자인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일상생활 환경에서 사적 소유물이지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의 디자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디자인을 말
한다. 최근 공공디자인은 국가 공공기관의 관리 안에서 공익을 위해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와 요구
를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아래 작품은 공공 디자이너로 유명한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공공디자인 건축물이다.

[ 싱가포르 난양공대 도서관 ]

[ 영국 런던의 거리 가판대 페이퍼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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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영어: universal design, 보편 설계, 보편적 설계)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흔히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공공교통기관 등의 손잡이, 일용품 등이나 서비스,
또 주택이나 도로의 설계 등 넓은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미국의 건축가인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 1942-1998)는 자신의 철학인 "모든 나이와 능력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ages and abilities)을 나타내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용어를 만들었
다. 그 자신이 아홉살 때 척수성 소아마비에 걸렸고, 그때부터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했다. 그
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대학 빌딩의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
움을 받아야만 했다. 1966년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건축 설계를 시작한 그는 1973년 노스캐롤라이
나주에서 건물의 접근성 관련 법률의 초안을 만드는 데 관여했는데, 이 법률은 미국에서 최초였다. 그
는 1988년 공정주택정안(Fair Housing Amendments Act of 1988)과 1990년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건축지침(Architectural Guidelines) 등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했다. 2012년에 미국 버팔로 대학교의 에드워드 스타인펠드(Edward Steinfeld)와 조다나 메이젤
(Jordana L. Maisel) 등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인간의 활동과 보건, 건강, 사회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과정이다"라고 정의했다.

[ Universal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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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꾸기

9~10차시

우리 동네 생태하천 다리를 만들어 보자!

■ 9~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융합준거
교수학습
자료
학습

우리 동네 생태하천 다리를 만들어 보자!

차시

9~10/10

• 공공 디자인을 적용한 생태하천 다리를 디자인 할 수 있다.
• 다리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상황제시

타코마 다리가 붕괴되는 동영상 제시

창의적 설계

생태하천 다리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리 구조 디자인 및 제작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분)

9~10차시의 경우 학생 활동이 많으므로 수업시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수준과 내용에 따라 3시간 운영으로 할 필요도

5‘

자료 및 유의점

Ÿ수업 시작 후 학습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 될 수 있
도록 준비한다.

■ 생각 열기
<상황 제시> 동영상(타코마 다리 붕괴 동영상) 시청하기
▣ 교사 활동 : 동영상 내용은 1940년 미국의 타코마 다리가 붕괴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다리를 건설할 때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세요.

도입

[ 타코마 다리 붕괴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k8sesNBMSm0

Ÿ사전 학습을 통

]

해 플래터 현상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에 대한 간단한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개념학습을 진행
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교사용 자료 참조

■ 생각 키우기

90‘

<창의적 설계>

전개

Ÿ학생들이 인터넷

▣ 교사 활동: 생태하천의 양 지역을 연결해줄 아름다운 다리를 파스타를 이용해

에 접속하여 다

만들려고 합니다. 다리를 구성하는 구조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

양한 주제를 검

어야 할지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생태하천 건설 시 고려해야 할

색하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토의해 보세요.

토의할 수 있도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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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록 지도한다.

<생태하천 다리 건설 시 고려사항 : 교사용 자료 참조 >

■ 다리의 안정성 고려사항

■ 다리의 경제성 고려사항

■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고려사항

■ 생각 펼치기
▣ 교사 활동: 생태하천의 양 지역을 연결할 다리로 아래와 같은 14가지 다리 모형이
있습니다. 다리 ①~⑭를 3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다리가
가지는 장단점을 토의해 보세요.

Ÿ사전 학습을 통

[ 교사용 자료 참조 ]

해 다리를 구성
하는 요소인 교
각, 상판에 대한
개념학습을 진행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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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⑩

⑪

⑫

⑬

⑭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 교사용 자료 참조 ]
그룹

번호

장점

단점

그룹Ⅰ

그룹Ⅱ

그룹Ⅲ

▣ 교사 활동 : 생태하천에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 낮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밤에는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둠별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된 아름다운 다리를 디자인
해 보세요,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생태하천 다리를 디자인한다.
<생태하천 다리 디자인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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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디자인에 필요한
자, 각도기, 연필,
지우개, 모눈종이를
사전에 준비한다.

▣ 교사 활동 : 이제 모둠별로 디자인 한 다리를 바탕으로 다리를 만들어 보겠
습니다. (예시안)
Ÿ다리
필요한

만들기에
파스타,

목공 풀, 고무줄,
자, 가위, 네임펜을
사전에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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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⑩

▣ 학생 활동 : 모듬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생태하천 다리를 만든다.
<파스타 다리를 만드는 과정>
① 모눈종이에 다리 교량 상판 트러스 구조물을 그린다. 교량 상판 트러스의
넓이는 40cm로 한다.
② 그려진 다리 교량 상판 트러스에 파스타를 올려놓고 목공용 풀을 이용
하여 붙인다. 좌우 2개의 트러스 구조물을 만든다.
③ 모눈종이에 다리 교량 상판 구조물을 그린다. 교량 상판의 길이는
45cm, 폭은 7cm로 한다.
④ 다리 교량 상판의 양쪽에 이미 만들어진 트러스 구조물을 목공용 풀과
고무줄을 이용하여 붙인다.

■ 생각 다지기

40‘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우리 동네 생태하천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
들려고 합니다. 생태하천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래 상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봅시다.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생태
하천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홍보할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생태하천을 홍보하는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제작 된 다리에 붙이고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 학생 활동 : 모듬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생태하천 다리 캐릭터를 디자인한다.
<예시안 : 카카오프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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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 캐릭터의 스토리

■ 캐릭터 홍보방법

우리 동네 생태하천 캐릭터 선정대회를 토너먼트 방식을 통해 진행
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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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 반 시게루의 종이 건축물
반 시게루는 일본과 터키, 중국, 아이티, 필리핀 등 각종 재난현장을 돌며 이재
민을 위한 종이집을 지어왔다. 반이 본격적으로 종이 건축을 하게 된 것은
1994년 르완다 내전 때 200만 명의 난민을 위해 종이로 임시거처를 만들면서
부터다. 종이를 택한 것은 재난 현장에서 구하기 쉽고 싸며 언제라도 뜯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반은 수백 개의 종이를 붙여 내구성을 높이고
방수 처리 공정을 거쳐 빗물이 세지 않도록 했다. 1999년에는 터키, 2001년에
는 인도 구자라트 지진 현장에서 종이 칸막이 시스템으로 임시 보호소를 지어
주민들을 위로했다. 2008년 중국 쓰촨 대지진 때는 종이 학교를, 2011년 뉴질
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때는 종이 성당을 지었다. 같은 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자 재해 현장 50여 곳을 돌며 1800여 개의 종이 칸막이를 설치해 이재
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도 했다. 특히 고베 대지진 당시 만든 반 시게루의 종이 칸막이 시스템은
마치 입원실 커튼처럼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을 보장했다. 갑작스러운
사고, 재해재난 상황으로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는 체육관, 강당 등에서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
들을 위해 고안된 설계다. 건축 자재와 구조에 있어 보여준 반 시게루의 창의적인 접근과 혁신은 높
이 평가되어 이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는 요인이 되었다.

[ 반 시게루의 종이 하우스 ]
■ 다리 구조물 건축 시 고려할 점
가. 다리의 안정성 고려사항

적이다. 시소에 한쪽에는 아이가 타고 있고, 시소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돌림힘(토크)이

의 반대쪽에는 내가 손으로 잡고 있다고 하면 아

커져 육지와 다리 상판을 연결하는 부분과 기둥

이가 시소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내가 손으로 주

과 다리 상판을 연결하는 부분의 역학적 구조에

는 힘이 작아도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를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간격이 작아질수록 안정

다리에 적용하면 다리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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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을 견딜 수 있다. 줄을 잘 연결할수록 기둥의

있기 때문에 다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숫자를 줄이면서도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다.

큰 힘이 든다. 따라서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을
좁게 하는 것이 다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위와 같이 다리에 기둥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
은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하다.
다리 상판 위쪽에 자동차나 사람이 올라선다면

상단 그림은 트러스 구조로 AG 선분을 따라

다리의 아래쪽으로 하중을 주게 된다. 이때 다리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설계한 모습이

의 기둥이 여러 개가 있다면 힘을 효과적으로 분

다. 트러스 구조도 마찬가지로 물체가 CE의

산할 수 있고, 기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각 기둥

가운데 지점에 서 있게 되면 힘을 아래쪽 방

에 작용하는 하중이 적어지게 되어 안정적인 다

향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구조에 의해서 좌·

리가 될 수 있다.

우측으로 분산되게 된다.

1) 여러 개의 기둥을 사용한 경우
3) 현수구조 다리, 기둥과 현(줄)을 이용하여 기둥의
개수를 줄인 다리

다리에 가해지는 힘을 받아 줄 현(줄)을 쓰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실리는 하중을 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많은 기둥이 필
요하다. 그러나 기둥을 많이 넣는 경우 다리를
중심으로 배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생태계가 분리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2) 트러스 구조 및 현(줄)을 이용하여 기둥의 개수를
줄인 다리

현수교의 경우 물체가 기둥과 기둥사이에 있
거나 기둥과 다리의 끝(육지와 연결되는 부분)
의 가운데 있을 때 하중을 기둥 쪽으로 분산
시킬 수 있다. 현수교의 경우 기둥을 많이 쓰
지 않고 다리를 높게 설계할 수도 있어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바닥과 연결된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하중이
걸린다면 연직방향으로 주어지는 하중이 줄에

4) 아치형 구조,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여 기둥의
개수를 줄인 다리

의해 옆 기둥쪽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연직방
향으로 주어지는 힘이 상쇄되면 더 많은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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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다리의 경제성 부분
1) 다리 건설 이전에 상판에 가해지는 힘을 분석
하여 이를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상판 구조를 설계한다.
2) 다리를 일정 단위로 분할하여 일정한 모듈이
반복되는 구조로 다리를 설계하고 각 모듈은 미
리 제작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다리를 건설한다.
3) 지진, 강풍에 견딜 수 있으며 최대 자동차 적재
하중을 고려하여 상판의 두께를 조절한다.
4) 기둥의 수를 줄일 때 기둥이 받는 하중을 고려
압축 콘크리트로 기둥을 시공한다.
5) 상판의 하중을 바로 밑의 트러스트 구조로 받
아 기둥의 수를 줄인다.
6) 상판의 하중을 기둥으로 받치는 경우 기둥의
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다리를 건
설한다.

이 다리들은 아치형 구조의 다리이다. 힘은 연
직 하방으로 작용하지만 구조물의 아치 구조에

7) 중심 기둥을 통해 상판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
는 경우 현의 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조

의해 힘이 좌·우 방향으로 분산되게 된다.

로 다리를 건설한다.
나. 구조를 제외한 안정성 부분

8) 기둥 내부에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다리의 하중을 지면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로

1) 다리의 고유진동수와 바람의 고유진동수가 같을

설계하여 콘크리트 수를 줄인다.

경우 공진에 의해서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

9) 중심 기둥이 다리 하중을 받치는 경우 현의 탄
성계수와 휨 강도를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의 고유진동수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다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콘크리트 및 철근의 열팽창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콘크리트는 압축력이 좋고, 철근은

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부분
1)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에 의해 해류의 방
향이 변화되어 해수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인장력이 좋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않도록 한다.

3) 다리가 얼 때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리에
열선을 깔거나 바닷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2) 다리 기둥에 의한 해류 변화로 주변 해수욕장
이나 갯벌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전기를 압전소자로 제안하는 방식이나 조력 및

다리를 설계한다.

파력 발전 등의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3) 다리 기둥에 의해 해류 및 조류이 변화가 일어
나지 않도록 다리를 설계한다.

4) 교량 상판의 부실시공 및 조인트 부분의 접합
문제를 들 수 있다. 조인트 부분의 접합 문제

4) 다리 설계 시 아치교, 현수교 등의 다양한 구
조로 설계하여 다리 모양이 주변 환경과 조화

에서는 바닷물에 의해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

롭게 구성되도록 하여 다리가 지역의 랜드 마

료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교량

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다.

상판의 경우에도 경량이지만 안정성이 좋은
재료를 제시할 수 있다. 재료를 제시할 때 상

5) 육지와 섬을 통과하는 배의 크기를 고려하여
다리 기둥의 수와 높이를 고려한다.

판이 휘는 경우 조인트 부분에 힘을 많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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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리를 주변 고속도로와 인터체인지를 통해 연

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리가 될 수 있도

결함으로서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록 한다.

7) 다리 시공 시 사람과 자전거가 자유롭게 지나

9) 다리 색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여 다리가 지역 주민의 편익과

도색하며 야간의 경우에도 적절한 조명을 설치

건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 수 있도록 한다.

8) 다리 설계 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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