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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감인식전문가

1

연결 채널을 맞춰라
- 주제 1 : 세상을 바꾸는 기술 이야기
- 주제 2 : 자극과 반응 - 오감인식 체험하기
- 주제 3 : 오감 + 감성 = 행복한 삶

2 감성인식기술전문가
마음과 만나서, 행복한 우리
- 주제 1 : 감성 이름표 붙이기
- 주제 2 : 불가능은 없다! 감성 인식기술로
미션을 해결하라.
- 주제 3 : 감성 디렉터의 행복 프로젝트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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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교재

초등학교 5-6학년
STEAM

연결 채널을 맞춰라

1. 주제 개요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산업의 구조와 직업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새롭게 탄생하거나 소멸, 또는 세분화, 복합화, 융합화가 되는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뿐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물인터
넷(Internet of Thing, IoT)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헬스케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
한 산업 분야 및 제품까지 스마트하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 기술 구
현에 있어서 인간 감성을 기반으로 한 오감인식센서/스마트센서와 인식 정보 처리하기 위한
HCI, 빅데이터 기술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센서 관련 시장은 향후 5년
내에 약 1,400억 달러(약 15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PC 시대의 키보드, 마우스, 모바일 시대로 넘어와서는 터치, 음성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사물 인터넷 세상이 펼쳐지고, 내 몸에까지 컴퓨터를 두르는 유비쿼터스 세상에서 입력 방식
이 계속 손을 통한 접촉과 음성만으로, 또 순차적인 입력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
다. 모든 것이 컴퓨팅이 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상용화된 예로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하여 기울기에 따라 화면을 스크롤할
수 있다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동영상이 멈추고, 다시 화면을 보면 별도의 조작 없
이 멈춘 구간부터 다시 재생한다거나 하는 기술들은 기기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진보시
키고 있다.
이러한 인식 기능의 진화는 센서 기술의 발달에 기반하고 있는데 최근 센서 기술은 기존의
센서에 제어ㆍ판단ㆍ저장ㆍ통신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되면서 기존 산업과 IT 산업을 융합하
는 기반기술이자 차세대 유망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한 전망에서 휴먼 인터페이스의 필
요성과 함께 새로운 인터페이스 개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에서는 학생들에게는 미래 유망 첨단 ICT 기술 전문가 관련 유망 신직업으로 오감인식기술
전문가를 소개한다. 오감인식 인터넷 기술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와 연계하여 인간의 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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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접목시키기 위한 상황인지, 상호작용, 인터페이싱 기술을 접목시킨 인간 중심형 기
술로, 다양한 센서로 오감 정보를 전달 재현하는 기술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몇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인간의 제스처, 시선, 손의 움직임, 행
동의 패턴, 음성, 물리적인 위치 등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부호
화하는 활동을 통해 오감인식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2. 학습목표
○ 교육목표
-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5-2.과학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 정보기기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5. 실과. 생활과 정보)
- 주어진 전자 부품을 가지고 간단한 전자제품을 완성할 수 있다. (6.실과. 생활 속의 전기 전자)
-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5-1.국어 10. 글쓰기의 과정)

○ 교육과정 목표
- 자극과 반응, 센서의 감지와 동작의 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
- 사람과 정보기기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바람직한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3.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일상 생활 속의 멀티모달 상황을 제시하면서 생활을 바꾸는 기술 이야기 및 사물인터넷 및
오감인지기술과 관련된 우리 주변의 스마트 기기의 UX, UI를 접해 본다. 이 과정에서 빛감
지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가로등 등 생활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
며, 사물인터넷 시대와 메이커 시대에서의 멀티모달 상황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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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이 단계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설계해 보는 과정으로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 과정과 컴퓨
터나 센서를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고 동작하는 과정을 관련지어 본다.
5학년 2학기 학습 내용(자극과 반응 과정)과 스마트 LED의 감지와 동작 과정을 직접적으
로 비교해보면서 오감을 인지한 신호들이 제어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동작 신호를 보내는가
에 따라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의 발전상과 연결시켜 본다.
갈릴레오보드(아두이노), LED와 버튼, 빛감지 센서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가로등 만들기를
체험해 보고 우리 주변의 스마트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오감인식 또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사례를 찾아본다. 이를 통해 맞춤형 정보기기의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기술의
발전과 그 영향을 생각해 본다.

○ 감성적 체험
이 단계에서는 창의적설계 과정에서 생각해 본 자극과 반응 관련한 사람과 정보기기의 다
양한 소통 채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오감인식 기술 전문가는 다양한 융합산업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술 전
문가이며 향후 촉망받는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오감인식기술전문가의 기본적인 소양
과 전망 등을 제시하면서 간접 인터뷰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
동을 한다. 더불어 기술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특정 기술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기술발달의 방향에 대한 글쓰기를 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인재상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 지도계획
유망
신직업

소주제

차시별 주제
차시

STEAM
요소

내용

‣ 일상속의 멀티모달 상황 그리고 오감인식 기술
접하기
오감인
식기술
전문가

연결
채널을
맞춰라

-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술
1/3

-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상황제시

●●●●

-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
-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사례 찾아보기
- 스마트가로등 이야기 등

오감인식전문가

5

‣ 자극에 대한 반응 설계
-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과정 탐구하기
- 스마트LED 회로 구성해 보고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 과정과 연결하기
2/3

-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오감인식기술 또는 멀티모

창의적설계

●●●●

달인터페이스 활용 사례 찾아보기 및 필요한 기술
상상해 보기
- 정보기기의 편리한 기능(맞춤형 기능이 필요한
경우 즉, 오감인식기술이 활용된 헬쓰케어 제품
등) 탐구하기

‣ 오감인식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체험하기 진로설계
- 다양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체험하기
3/3

-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생각그물 작성하기

감성적체험

●●●

-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기술 이야기 글쓰기
- Do-dream 아하 인터뷰
전문가 가상 인터뷰: 오감인식기술전문가

진로설계

5. 지도상의 유의점
○ 다양한 오감인식 기술에 대한 자세한 원리 이해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르지
만 우리 몸에서 자극과 반응 원리와 비교해 보면서 센서의 감지와 제어를 통한 동작과의 관
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상 생활 속의 멀티모달 상황이나 오감인식 기술은 기기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진보시키면서 인간중심의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BYOD환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기임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술들을 체험해 보면서 유망 신직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관련 직업과 기
술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기술의 발달과 직업,

신기술이 가져오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

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하는 바람
직한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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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계획
○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기준
평 가 기 준

평가방법

◆ 사람과 정보기기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 ?
자기평가

◆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의 과정과 오감인식기술의 감지와 동작 과정을 비
교하여 말할 수 있는가?

동료평가

◆ 생각 나누기 활동에 격려, 지지, 경청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
◆ 우리 주변의 멀티모달 및 오감인식기술이 적용된 사례들을 찾아보고 내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주변의 기기로 체험을 해 보았는가?
◆ 자기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
정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계하였는가?

○ 수행․관찰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항목

우수(A)

보통(B)

과제에 대해 흥미와 호 과제에 대해 흥미와 호
과제집중

기심을 가지고 적극적 기심을 조금 가지고 활
으로 참여함.

동에 참여함.

멀티모달 및 오감인식 멀티모달 및 오감인식
감성적 호기심과
자신감
체험

기술에 대해 호기심이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
강하여 스스로 주변의 고 따라하기는 잘하나
정보기기에서 관련 기 스스로 관련 기술을 찾
술을 찾아보며 체험함.

아보려 하지 않음.

미흡(C)

과제에 대해 흥미와 호
기심을 가지지 않음.

멀티모달 및 오감인식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거의 없고 체험활동에
소극적임.

친구와의 활발한 의사 다른 친구와 어느 정도 다른 친구와의 원활한
창의성

소통으로 새로운 정보 의 의사소통으로 새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활
를 적극적으로 교환함.

운 정보를 찾으려고 함. 동을 거의 모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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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기술 발달이 하였고 기술의 발달이

해결방안
및 계획

생산 및 직업에 어떤 생산 및 직업에 변화를
변화를 가져올지 구체적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
으로 제시할 수 있음.

함.

구체적인 체험 활동에
소극적이면 기술의 발달
이 가져올 직업에의 영
향을 생각해 보지 못함.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창의적
설계

예상, 추리 등의 기초 예상, 추리 등의 기초 예상, 추리 등의 기초

문제해결
과정

탐구과정을 적극적으로 탐구과정을 어느 정도 탐구과정을 활용하는데

멀티모달 및 오감인식기
술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

산출물
도출

어려움을 겪음.

활용함.

활용함.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 바람직한 기술에 대
한 주장을 잘 펼침.

멀티모달 및 오감인식기
술에 대해 체험과 미래
사회를 이끌 바람직한
기술을 연결하지 못함.

미래사회를 이끌 바람직
한 기술에 대한 주장을
펼치지 못함.

○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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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과제집중

호기심과
자신감

감성공학전문가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문제해결
및 계획
과정

산출물
도출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관찰
및
포트
폴리오

총평

2015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프롤로그

이제는 음성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시대 보편화된 기술이 되었는데, 이러한 세상을 오래 전에
예견한 IBM은 2017년에는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오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
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을 높은 지능, 사람과 기계의 다른 점이 오감을 인식하고 따뜻한 마음
이 있다는 점을 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람을 능가하는 지능에 오감까지 가지게 되는 컴퓨
터가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처럼 지능과 오감이 있
는 로봇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지능화된 기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에 앞서 오감을 인식하는 기술이 사람들이 소수자의 생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간의 오감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제품이 생긴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시각 장애인의 눈을 대신할 카메라가 생긴다면? 냄새, 맛, 소리를 볼 수 있다면?
물론 지금 당장 이런 환경에 둘러싸인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기술 혁신들은 과거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할만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시각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은 2억 명에 달하고 그중에서 법적으로 시각장애
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4천만 명이나 됩니다. 2012년 이런 시각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연구 결과가 이스라엘 히브리대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2011년 7월에 시각

장애인의 지팡이에 집속광선(focused beam) 기능을 탑재해 주변 물체의 위치와 방향을 가르쳐
주는 진동장치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하고 다시 받아들이며 동굴 내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기계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지능과 오감이 있는 것처럼 구현
하는 기술은 생활 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그러한 기능들은 많이 있지요.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온라인과 오프
라인을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IoT(사물 인터넷-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됨)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여러분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가야 할까요?
즐겁고 행복한 상상, 우리 함께해 봅시다.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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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상을 바꾸는 기술 이야기
학습목표
▪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준비물
[교사] 동영상, 멀티모달 기능이 있는
스마트기기(BYOD)

[학생] 학생용 교재
학습구조
단계

내용
•프롤로그

도입

: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질 내
생활 상상하기
•멀티모달의 의미 알기

전개 •멀티모달 상황인지 인터페이

배움전략

스의 예 찾아보기
정리 •친구들과 사례 공유하기

평가계획

10

연번

평가내용

시기

방법

1

멀티모달 상황인지
인터페이스의 예를
주변의 정보기기에
서 관련 기술을 찾
을 수 있는가?

수업
중

관찰
평가

감성공학전문가

자기주도

□ 관찰 ☑ 추론 □ 조작 ☑ 요약
□ 토론 ☑ 발표 □ 기타

타자주도

☑ 설명 □ 시범 □ 연습 ☑ 발문
□ 단서 ☑ 매체 ☑ 기타

▪추론 : 멀티모달의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멀티모달
기능이 필요한 경우 추론
▪발표 : 주변에 멀티모달 기능 사례를 찾아 발표
▪설명 : 멀티모달이란 ?
▪예시, 매체 : 멀티모달 기능이 사용되는 예
▪발문 : 멀티모달 기능이 활용될 수 있는 경우와 꼭
필요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도록 발문

2015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생각열기>
○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질 내 생
활 상상하기
• 다양한 센싱 기술의 발달 알아보기
-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알려주는 기술
- 공기 중의 유해가스 정도를 파악해서
색상으로 경고해 주는 기술
- 김치가 익을 정도를 맛으로 표현해
주는 김치 냉장고의 기술
- 세탁량의 무게를 감지해서 세제의 양
을 조절해 주는 세탁기의 기술 등
•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
- 컴퓨터를 몸이나 옷에 착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기술인

Wearable

Computer
- 3차원 설계도에 따라 한층씩 소재를
쌓아 입체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기술인
3D Printing
- 스스로 위치와 상황을 감지해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자동 주행차
-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교수 ․ 학습 활동

IoT(Internet of Things)
- 손상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

☞ 도입

해 발병 원인을 제거하는 근원치료제
Gene Therapy

<프롤로그>

- 깃털보다 가벼우면서 전도성, 탄성, 에
너지 흡수를 겸비한 소재 Ultra Light

○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술
•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술 이야기 및 제시된 이야기

Material
- 구부릴 수 있으며 용량과 가격이 획기

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

적으로 개선된 전지 Post Batteries

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
게 합니다.

• 그림과 영상을 보며 상상되는 자신의
미래생활을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보기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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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학습 활동
☞ 전개
○ 멀티모달의 의미 알기
- 모달이란 모달리티를 뜻합니다.
- 멀티모달’이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Multimodel Interface)’를 줄인 말입니다.
- 사람과 기계간 통신을 위해 음성, 키
보드, 펜 등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 다양한 수단을 통합해 소통을 원활하
게 하자는 것입니다.
○ 멀티모달이 필요한 상황 생각하기
- 휴대용 단말기
- 장애인의 경우

<수업 TIP>
○ 영화 [her] 이야기
2014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고
2014 골든 글로브 각본상 수상한 로맨
스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영화 [her]
2025년, 시어도어 트웜블리는 낭만적
인 편지를 대필해주는 기업의 전문 작
가로 일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너무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
다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했던 캐
서린과 별거한 이후로 줄곧 삶이 즐겁

시어도어는 인공지능으로 말하고 적응하고 스스
로 진화하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기기를 산다. 그는
처음 그 운영체제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난 후 그녀(her)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사만다라고 정한다. 사만다가 심리적으로 성
장하고 배워가는 능력은 시어도어를 놀라게 한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해주는 ‘사만다’로
인해 조금씩 행복을 되찾기 시작한 ‘테오도르’는 점
점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며 이야기는 계속 진
행된다.

지 않다.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그녀_(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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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ideshare.net/mccrew18/pt-1-13207636

○ 멀티모달 서비스의 핵심
-텔레매틱스(telematics):무선통신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
이 결합되어 자동차에서 위치 정보, 안
전 운전, 오락, 금융 서비스, 예약 및
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
스 제공을 의미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텔레매틱스

-멀티모달 다이얼 서비스:사용자가 휴대
단말기에 음성으로 이름을 말하면 자동
으로 착신으로 전화가 걸려가는 서비스
입니다. 멀티모달 다이얼의 장점은 착신

교수 ․ 학습 활동

자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 음성뿐만 아니
라 키패드, 펜 등으로 이름을 쓰거나 마

☞ 정리
○ 멀티모달 상황인지 인터페이스 예 찾아보기
- 터치스크린
- 음성 인식 스크린
- 장애가 있는 감각을 대신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
여 장애인을 위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개발 영역이
촉망받고 있습니다.

크해서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티모달 휴대 단말 서비스:휴대 단말
기를 사용하여 멀티모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차표를 예약
하고자 할 경우 날짜 입력은 휴대단말
기의 달력 정보를 보고 펜을 사용하여
입력하고 출발 역과 도착 역은 음성으
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휴대 단말기의
화면을 통해서 예약확인을 하는 서비스
도 가능합니다.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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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1

주제 : 스마트가로등 이야기

해가 환하게 뜬 시간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 같아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갈 때, 가로등이 고장 나서 캄캄하거나 깜빡거리는 구간을 지날 때면 왠지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면서 으스스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낭비 및 불편도 이제 머지않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점점 밝아지고 멀어지면 점점 어두워지는 스마트 LED 가로등
도 이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 전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라이트그리드 시스템은 통행량에 따라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하고, 가로등마다 개별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여 가로등의 성능도 개선되고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기존의 가로등을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되어 스스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가로등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가로등을 사용한 결과 6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어 2020년까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스마트가로등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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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2

주제 : 사물인터넷 (IoT - Internat of Things)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
을 일컫는다. 지금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주변에서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
물인터넷이 여는 세상은 이와 다르지요. 지금까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정보를 주고
받으려면 인간의 ‘조작’이 개입되어야 했는데,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사람의 도움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블루투스나 근거리무선통신(NFC), 센서데이터, 네트워크가 이들의 자율적인 소통을 돕는
기술이 되는 것이지요.

예 : 빔(Beam)의 스마트 칫솔, 칫솔질 횟수, 시간 등을 기록

→ 어린이 등 칫솔질을 잊기 쉬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상품
사물인터넷이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두개의 핵심 기술은 연결과 감지입니다.
센서를 통해 주변을 감지하는 사물, 사용자의 제어나 상황에 따라 동작하는 사물, 그리
고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람과 사람을 둘러 싼 상황
을 인지하고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던 세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더 알아보기
http://goo.gl/MElvqp
네이버캐스트 [용어로 보는 IT]

현재의 연결은 대부분 필요에 따라 스마트폰을 경유하여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데이터
를 전송하거나 동작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이 되거나 항상 연결이
된 사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며, 수많은 센서들을 통해 사람은 정보의 중심에서 상황의
중심으로 새로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 링크 주소 https://goo.gl/DlDi40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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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3

주제 : 오감인지기술의 친구들, UI와 UX

￭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화면설계
디자인이란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메뉴나 버튼 기타 입력장치들을 사용
자가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하고 명령을 할 때 눈과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메뉴나 버튼을 배치하는 것
이지요. 사용자가 보기 편하고 원하는 정보를 적은 드래그와 적은 클릭으로 가져갈 수 있
도록 화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설계 사례

컴퓨터 운영체제의 화면설계 사례

￭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지각과 반응, 행동 등 총체적 경험을 말한다. 사용자 경험은 HCI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이
며, 아직도 많은 사용자 경험의 원리가 컴퓨터 공학 분야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개념은 현재에 와서는 컴퓨터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을 통해 제공
되는 서비스, 상품, 프로세스, 사회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개발, 창출하기 위해서 학술적, 실무적으로 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을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며 영역에 따라 제품 디자인, 상호작용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성 등의 분야에서 주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아이콘이나 메뉴, 배경화면 등 시각적인 요소를 이용한 경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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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기기에서 즐겨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사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요?

기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아이콘, 메뉴만으로도 활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의 예를 들어 봅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운영체제의 화면설계 사례를 통해 화면설계 디자인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
일까요? 내 스마트폰의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고 아래
에 화면구성을 해봅시다.

직업
이야기

UX 디자인

‘디자인’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대개는 제품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오를텐데,
소프트 웨어와 서비스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자인 영역도 점점 다양해져서
UX가 주목받는 디자인 연구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UX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를 파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잘 제공하는 것입니다.
음성사용자환경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들어보셨나요?
핸드폰, 내비게이션 등의 IT 제품에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제품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제품개발자들과 함께 제품개발 과정에 참여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QR코드를 읽으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음성사용자환경
디자이너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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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과 반응 VS 감지와 동작
학습목표
▪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 과정을 센
서의 감지와 동작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빛감지 센서 활용 전자제품
[학생] 스마트가로등 키트(2인 1조),
학생용 교재
학습구조
단계
도입

전개

정리

내용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 과정
되돌아보기
•스마트가로등 만들어 보기
•자극과 반응의 과정을 센서의
감지와 동작 과정과 비교하기
•다양한 오감인지 기술 예
•오감인지 기술 체험 안내
- BYOD 기반 학습 준비 안내

평가계획
연번

평가내용

시기

방법

수업
중

관찰
평가

자극과 반응의 과
1

정을 센서의 감지
와 동작과정과 비
교할 수 있는가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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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전략
자기주도

□ 관찰 □ 추론 ☑ 조작 □ 요약
□ 토론 □ 발표 ☑ 기타

타자주도

☑ 설명 ☑ 시범 □ 연습 ☑ 발문
□ 단서 □ 매체 □ 기타

▪비교 : 자극과 반응의 과정을 센서의 감지와 동작
과정과 비교하기
▪조작 : 스마트가로등 체험키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조작
해 보기 또는 갈릴레오보드를 이용하여 회로 따라 만들기
▪시범 : 아두이노 IDE, 소스코드 불러오기
▪설명 : 자극과 반응과 자동 조명 장치 원리 설명
▪발문 : 인간의 오감을 대신할 스마트폰 센서의 종류
및 오감인지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2015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수업 TIP> 우리 몸 속의 신경계
1. 뇌
머리에 있으며, 전달된 자극을 느끼고
행동을 판단하여 결정함
2. 중추 신경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초 신
경으로부터 전달된 자극을 받아 이에
대처하는 명령 등을 내림
3. 말초 신경
중추 신경과 연결 되어 온몸에 뻗어 있
으며, 외부 자극을 중추 신경으로 전하
고, 중추의 명령을 운동 기관이나 각
기관에 전달함

교수 ․ 학습 활동
☞ 도입
<생각펼치기>

○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의 과정
• 공을 던지고 받을 때의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의
과정을 예를 듭니다.
- 자극 : 친구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본 것
- 반응 : 팔을 뻗어 공을 받은 행동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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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학습 활동
○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의 과정
• 감각기관이 하는 일
- 주변으로부터 전달된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 자극에 대한 반응의 과정 : 감각 기
관을 통해 받아들인 자극은 말초 신경을
지나 뇌를 포함한 중추 신경으로 전달되
고, 뇌에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뇌의 명령이 말초 신경으로 다시 전달되
고, 명령을 받은 운동 기관은 손으로 전
화를 받거나 몸을 움직여 춤을 추는 등
의 행동, 즉 반응을 합니다.
• 공을 던지고 받는 경우 : 친구가 공
을 던짐 → 눈으로 날아오는 공을 봄 →
말초 신경 → 뇌를 포함한 중추 신경→
운동 기관 → 공을 받음
이 명령은 대뇌와 말초 신경계를 연결해 주는 척수
를 통해 이동하고, 운동 뉴런을 통해 근육으로 전달되
어 우리가 적절한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업 TIP> 의식적 반응과 반사

이렇게 대뇌가 관여하여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이라 합니다.

20

야구 경기를 할 때, 날아오는 공을 보

우리의 대뇌가 관여하여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뇌가 관

반응이라면, ‘반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무의

여하여 자극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만들

식적 반응입니다. 뜨거운 물체를 만지게 되면 나도 모

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뇌는 공이

르게 손을 떼는 반응, 압정을 밟았을 때 황급히 발을

날아오는 방향과 속도에 대한 정보를 바

떼는 반응, 신생아가 손바닥에 자극이 닿으면 꼭 쥐는

탕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명령을

반응 등이 모두 반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반사에는

내립니다.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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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는 다양한 스위치나 센서로
부터 입력 값을 받아들여 값에 따라 제
어하여 LED나 모터와 같은 출력 장치
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
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발 보드입니다.
- 아두이노는 회로가 오픈소스로 공개
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직접 보드를 만
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 TIP> 인간의 오감을 대신하
는 스마트폰 센서들, 그 종류와 활
용은?
보드나라 : www.bodnara.co.kr
센서는 다른 말로 '감지기'라고 하기
도 하는데, 온도, 빛, 소리, 압력 등을
일정한 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을 의미합
니다. 쉽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五
感)을 기계화 또는 전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카메라는 시각을, 마이크는

교수 ․ 학습 활동
☞ 전개
• 빛감지 센서

청각을, 터치스크린은 촉각을 대신합니
다. 또한 GPS는 객관적인 위치를 알려
주고 가속센서와 자이로스코프는 밸런
스 감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스마트폰은 신체 정보, 사

- 외부신호 : 빛(가시광선)

용자 행동, 감정 등을 인식하는 센서로

- 센서는 광센서와 관련

기능이 확대될 것입니다.

- 빛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
- 빛을 받으면 전기 저항이 작아져 전류가 흐르는 현
상을 이용한 원리

앞으로 센서의 의존도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관련 정보가 잘
못 이용될 경우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센서에 대한

•아두이노IDE
-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

철저한 사용자 선택 옵션과 보안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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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업용 참고자료 1

주제 : 의식적 반응과 반사

신생아의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는 앞서 이야기한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손을 떼는 반응 등을 포함한 ‘회
피 반사’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회피 반사는 중추가 척수로서, 대뇌를 거치지 않고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피하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무릎 반사, 재채기, 구토 등도 무조건 반
사에 해당합니다. 재채기와 구토는 우리의 호흡기나 식도, 위 등에 이물질이나 독성 물질
이 들어왔을 때 이를 뱉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척수나 연수, 중뇌 등 중추 신경계의 다른 기관이 반응의 중추 역할을 하므로, 우리
의 의식과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대뇌까지 신호가 전달되어 반응이 일어나려면 경로가 복
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는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위해 빠른 반응이
필요하거나 굳이 의식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과정들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뜨거운 물체를 만지고 손을 바로 뗄 때 ‘뜨겁다’라는 감각이 안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 경우에는 손의 감각 수용기에서 온 ‘뜨겁다’는 신호가 척수에서 반사
과정을 일으키고 동시에 감각 신호가 대뇌로 이동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뜨겁다는 것을 느낄 때에는 이미 손을 떼는 중일 것입니다. 아마 대뇌에서
“뜨거우니까 빨리 손을 떼라”라는 명령이 내려진 후에야 우리가 손을 떼게 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이미 화상을 입은 후일 것입니다.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조건 반사
한편, 조건 반사는 무조건 반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반응인 반사
라는 점은 같지만, 무조건 반사가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임에 비해, 조건 반사는 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학습, 즉 ‘조
건 형성’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사가 “이러한 자극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해”라고 우리의
유전적인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라면, 조건 반사는 학습과 기억을 통해 서로 전
혀 관계가 없는 자극과 반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우리는 사탕을 먹으면 입에 침이 고입니다. 이는 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네, 무조건 반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침샘에서 침을 분비해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침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의식적 반
응이 아니라 반사에 해당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먹으면 침
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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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통해
단맛이라는 미각을 느끼고 이 신호가 우리의 연수에 전달되면, 연수로부터 침을 분비하라
는 신호가 침샘에 전달되어 침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탕을 먹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을 때에도 침이 고인 경험이 있지요? 이것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네, 이는 조건 반사에 해당합니다. 사실 ‘사탕을 보았다’는 자극과 ‘침
이 분비된다’라는 반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맛이 나는 사탕을
보고 침이 분비되는 것은, 과거에 사탕을 먹어 봄으로써 단맛이 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
문입니다. 즉, 과거의 기억과 학습이 반사 작용을 일으킨 것이고, 이 때문에 조건 반사를
‘후천적 반사’라고도 합니다. 사탕을 한 번도 먹어 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사탕을
보여 준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탕이 달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입에 침이
고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의 차이점입니다.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의 차이
기억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조건 반사는 무조건 반사와 작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바로 대뇌의 관여 여부입니다. 무조건 반사는 우리의 의지와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
하는 대뇌와는 전혀 관계없이 척수, 연수, 중뇌가 중추로 작용합니다. 반면 조건 반사는 학
습과 기억이 필요한데, 이는 대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반사는
비록 우리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지만 대뇌가 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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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업용 참고자료 2

주제 : 자극에 따른 운동의 유형

우리가 근육을 통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의식적 반응과 반사의 개념으로 알아보
겠습니다. 우리 몸의 운동은 반사 운동, 의식적 운동, 그리고 율동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
니다.
반사 운동은 주로 외부로부터 비롯된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서, 무릎 반사와 자세
반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 반사는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움직일 때 무
의식적으로 몸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의식적 운동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 움직이는 것으로서, 대뇌가 중추로 작용합니다. 악기
를 연주하거나 기계를 다루는 등, 반사 운동과는 다르게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어도 의
지만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
식적 운동은 훈련을 통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반사적
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처음 배울 때나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얼마
나 어려웠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능숙하게 되면, 물속에서 팔을 젓거나
자전거 페달을 밟고 핸들을 꺾는 운동 등은 매우 부드러워지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
니다.
율동 운동은 다소 복합적입니다. 달리기와 걷기를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있다가 처음
달리거나 걷기 위해서는 대뇌에서의 의식적인 명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걷거나 뛰
는 중에는 ‘뛰어야지’ 또는 ‘걸어야지’라는 대뇌에서의 의식적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운동
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척수의 중간 뉴런들이 뒤섞인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명령을 만들
어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뇌에
서의 정지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동 운동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낼 때
는 의식적 운동이 되지만, 중간에는 반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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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업용 참고자료 3

주제 : 빛감지 센서 활용 자동 조명등

아두이노 보드 및 빛감지 센서를 활용한 수업은 실과교육과정 연계 수업으로 진행
할 수 있으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스마트 가로등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극과
반응 과정을 센서의 감지와 동작 과정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
체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조명 장치 회로 구성(회로도)
가) LED 출력용 단자 설정
나) 빛감지 센서에서 주변 빛의 양(아날로그 값)을 입력받는다.
다) 빛감지 센서에서 감지한 밝기에 따른 조건 지정
라) 잠깐 대기(0.1초)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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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 소스코드 (예시자료)
int cdsin = A5;
int led = 13;
void setup() {
pinMode(led,OUTPUT);
}
void loop() {
int i = analogRead(cdsin);
if(i<30)
{
digitalWrite(led,HIGH);
}
else
{
digitalWrite(led, LOW);
}
delay(100);
}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ID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추가 정
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kocoafab.cc/tutorial/view/55

아두이노 기초

￭ 실행 결과

밝기의 정도가 30이상이면 LED가 안 켜짐

밝기의 정도가 30보다 작으면 LED가 켜짐
(빛 감지센서를 가린 상태)

아두이노 IDE에 직접 코드를 넣어 체험해 보는 활동은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우므로
교사가 작성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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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학습 활동
○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 센서의
감지와 동작 과정 비교하기
• 스마트 가로등이 켜지는 과정과 비교
하기
- 키트 활용 체험
- 센서로 값 입력 → 전달(전기신호)
→ 제어(프로그램) → 전달(전기신호) →
출력장치 동작
• 그 외 우리 몸의 감각기관과 센서 비
교하기

<수업 TIP> 인간의 감각과 센서

• 오감과 센서의 관련성
외부신호

감각

센서

•센서란 사람들이 가지는 오감(시각,

빛(가시광선)

눈

빛감지센서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기계적 전자

움직임

눈

움직임감지센서

소리(음파)

귀

소리센서

공기 중 화학물질

코

가스센서

공기 중 먼지

눈, 코

미세먼지센서

온도변화

피부

온도센서

압력

피부

압력센서

습도

피부

습도센서

적으로 인위적 구현 장치로 다양한 외
부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
해 주는 장치입니다.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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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학습 활동
☞ 정리
○ 다양한 센서 및 멀티 모달 기
술 사용의 예 찾아보기
• 오감과 관련지으면서 기술의 예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 오감인식기술과 멀티모달 인터페이
스의 필요성을 생각하며 자신만의 특별
한 기능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합
니다.
• 순서
1. 브레인스토밍
2. 체험할 수 있는 자원 확인(BYOD)
3. 체험활동 안내(차시 관련)
4. 추가 자원 확보
• 교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체험
자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체험이 될 수

<수업 TIP>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

있도록 합니다.

(자료=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 디바이스를 활용한 학습에서의
주의점
- 모둠별 활동으로 구성, 모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기를 소유하지 않
은 학생의 불필요한 소외감 등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 학습용으로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의존적인 과제 제시 및 협
력적인 결과가 산출물로 나올 수 있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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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1

주제 : 로봇이 시대가 다가온다

로봇의 작동 원리

감성을 인식하는 로봇 페퍼

로봇이라고 하면 산업용, 연구용, 탐사용 로봇이나 사람을 대신해 노동을 하는 기계형
로봇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과 닮거나 차가운 기계 같아서 거리감이 좀 있
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일본 통신업체 소프트뱅크는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말하는 로
봇 '페퍼'(Pepper)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의 상태를 분석해 감정 상태를
추정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인간과 감정을 나누는 의사소통에 특화된 이 로봇은 머리
와 손에 달린 터치센서를 통해 사람과의 접촉을 즐기는가 하면, 고해상 카메라와 마이크
로폰 등을 통해 사람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몸체에는 20개의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인체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 졌으며 약1.2ｍ의 키와 28㎏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밑바닥에 바퀴를 달아 이동하는데 한 시간에 최대 3㎞를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이동성이 좋습니다.
2015년 2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페퍼를 한정판매를 했는데 1분만에 300대가 매진되
었고, 올해 6월부터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조원가보다 저렴한 200만원 정
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페퍼에게는 100여개의 앱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 앱을 통해 수
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처럼 한 집에 로봇 한 대, 오감을 인식하는 더군다나 감성을 인식하는 로봇이라
면 반려동물처럼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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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2

주제 : 오감 인터넷 기술 동향 (멀티모달 연계)

1) 개요
- 인간의 오감(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컴퓨터와 접목시키기 위한 상황인지, 상호
작용, 인터페이싱 기술을 접목중입니다.
- 인간 중심형 기술로 인터넷 환경을 통해 센서, 위치정보, 자원정보, 작동기와 상호간
처리통신으로 구성됩니다.
- 인터페이스기술, 센싱 디바이스, 재생 전송 기술이 핵심 기술입니다.
2)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 네트워킹 모듈

인간의 오감

센서의 종류

시각(빛)

광센서

청각(소리)

음향 센서

촉각(압력.온도)

진동/온도/압력

미각(맛)

맛 센서

후각(향기)

화학 센서

센서 소자
광도전소자, 이미지센서, 포토다이오드
마이크로폰, 압전소자, 진동자
변형, 게이지, 반도체 압력센서, 서미스터, 적외선
백금, 산화물, 반도체, 입자 센서
가스센서

가) 시각
- 시각 인식, 시각 인터페이스, 시각 전달, 시각 표현 기술
- 센싱 부호화, 디스플레이 고정밀 디스플레이, 3D, HMD, 홀로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나) 청각
- 파형 중심의 소리미디어 정보 서비스로 진공상태의 한계성
- 음향-신경 신호변환, MPEG, 음원식별 확율, 통계적 패턴 식별 기술 사용
- 화속 변환장치, 보청기, 음성번역, 피난유도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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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촉각
- 촉각 센싱 저장, 촉각 디스플레이, 촉각 모델링 및 렌더링, 촉각 안정화, 촉각 정보부
호화 기술
- 센싱 : 조작력에 의한 검출과 피드백
- 축적 : 촉각력
- 재생 : 피부표면의 촉각 생깁니다.
라) 미각
- 신경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화하여 뇌에 전달, 미각을 표현합니다.
- 바이오 공학, 분자생물학
마) 후각
3) 오감 정보 전달

센싱 정보를 부호화

부호화된 정보를 전송

재현 디바이스

(시각, 청각, 촉각,

(인터넷, 문자, 동영상,

(부호화된 정보를

미각, 후각)

음성)

재현)

- 오감 정보를 센싱하고 전달, 재현하는 기술이 컴퓨터를 통해 전송, 활용되는 기술을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4)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 미래 컴퓨팅은 인간 중심 컴퓨팅을 위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가 될 것입니다. 미래 컴
퓨터의 발전 방향으로 손꼽히는 휴먼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인터페이
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사용자의 생각
과 감성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해석하여 작동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출처 : http://blog.naver.com/beautyjang/50152503177재현하는 기술이 컴퓨터를
[출처] 오감(Five Senses) 인터넷 기술 동향 연구(멀티모달 연계)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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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3

시각인식 :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표정을
통해 사람의 상태를 인식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
니다. 도요타는 얼굴 표정을 인식해 슬프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는 미래 경고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감지하게 되면서 기기의
간단한 조작에서부터 미래 행동 예측까지 여러 부문
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 행동분석,
장애인의 기기조작,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 등 다양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시선인식과 뇌파신
호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에 맞게 사용자의 미
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출처: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휴먼-컴퓨터 인터랙션 설계, 임미정,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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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오감인식 핵심 기술의 현재

￭

청각인식 : 주로 음성인식에 사용하는데 사람과 기기의 상호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MS 회장인 빌 게이츠도 로봇과 음성인식을 미래 기술의 아이콘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 이 기술은 단순한 기기 제어 도구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NTT도코모는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해
석해 사용자와 대화하는 말하는 전시어지 서비스를 출시했습다.

￭

촉각인식 : 근육의 움직임으로부터 손동작이나 움직임을 인식하는 촉간센서가 핵심.
실제 사람의 손을 모방하는 촉각센서는 아직 연구개발 단계로 로봇이나 사람에게 이
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의 비터비 연구팀이 개
발한 촉각센서는 사람보다 민감해 117개 종류의 재료를 95% 정확도로 구별할 수 있
다고 합니다. 스위스 로잔공대 연구진도 인공손을 사람에게 인식하는 연구를 하고 있
습니다.

￭

후각 및 미각인식 : 사람처럼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는 센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6~24개 전자센서를 이용해 각각의 센서가 특정
맛이나 냄새들을 인식하고 이를 이미 구축해놓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판별하는 구
조. 최근에는 인간이나 동물의 후각 또는 미각 수용체를 이용하는 바이오 센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자료 출처: http://blog.naver.com/vinylx/220367088474 [바이널 X] UX 디자이너들의
필수 용어 사전: Multimodal Interface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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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감 + 감성 = 행복한 삶
학습목표
▪ 멀티모달 및 오감인식기술 적용 사례
를 찾아 체험할 수 있다.
▪ 바람직한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
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설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오감인식기술 체험 기기 및 사례
[학생] BYOD, 학생용 교재
학습구조
단계

내용

•멀티모달 및 오감인식기술 적
도입
용 사례 이야기 나누기
•기술 체험하기
전개 •바람직한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
정리

•Do Dream 가상인터뷰
•프로그램 참여 소감 나누기

평가계획
연번

평가내용

바람직한 기술의 발전
1 방향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는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
량을 알고 자신에게 적
2
합한 진로에 관심을 갖
고 설계할 수 있는가?

시기 방법

수업 관찰
중 평가
수업 관찰
중 평가

배움전략
자기주도

□ 관찰 ☑ 추론 □ 조작 □ 요약
□ 토론 ☑ 발표 ☑ 기타

타자주도

☑ 설명 □ 시범 □ 연습 ☑ 발문
□ 단서 □ 매체 □ 기타

▪추론, 글쓰기, 발표, 공유, 성찰 : 현재의 멀티모달 및
오감인식 기술의 발전 상황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글쓰기 후 상호 피드백과 자기 성찰을 함
▪설명 : 진로 탐색의 다양한 방법 설명-커리어넷 등
▪발문 : 기술의 발달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등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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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술 체험
- 모둠별 활동으로 구성
- 학생용교재에 체험여부와 관련 내용
정리를 근거로 협력적 모둠활동이 되었
는지 평가합니다.

☞ 전개
○ 예시자료를 참고한 기술 체험
활동
•모둠별 활동 계획을 자유롭게 세우기
- 디바이스를 가져오지 못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터치스크린
•음성명령 입력기능
•메뉴 구성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각적

교수 ․ 학습 활동

디자인의 변화
•스마트 스테이
•스마트 스크롤
•에어커맨드 기능

☞ 도입

•화면 캡쳐

○ 오감인식 및 멀티모달 기술 체험하기
• 먼저 오감인식 및 멀티모달 기술과 관련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알려진 기능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
는 것이 좋습니다.
- 감각기관과 관련한 인지 기술을 생각해 보기
- 어떤 경우에 관련 기술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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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음성 멀티모달
•증강현실
•실행 배경 음악 또는 햅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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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감인식기술 & 멀티모달 기술 체험 예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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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내가 찾아본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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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그물 그리기
• 글쓰기 활동 전단계로서 모둠별 토
의활동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 핵심 질문: 스마트 폰 사용 전과 후
에 생활, 생산, 직업이 어떻게 달라졌
는가?
• 변화된 모습 :

기록, 커뮤니케이션,

사진촬영, 엔터테인먼트, 뱅킹 등
• 스마트 폰과 생활의 모습 관계 파악
1. 스마트 폰과 기록/ 기록(사진, 비
디오 등)과 생활의 변화/ 생산의 변화
(디지털앨범, 유튜브 등)/ 직업의 종류
2. 스마트 폰과 커뮤니케이션/ 커뮤
니케이션(카카오톡, 밴드 등)과 생활의
변화/ 생산의 변화(온라인 커뮤니티)/
직업의 종류

<수업 TIP> 발문의 범위 예시

3. 스마트 폰과 엔터테인먼트/ 엔터
테인먼트(게임 등)과 생활의 변화/ 생

○ 글쓰기 활동을 도와줄 핵심 기술 관련 발문

산의 변화/ 직업의 종류

• 전기 없는 세상과 전기의 발견으로 변화된 세상

4. 스마트 폰과 통신/ 통신(스카이프

• 컴퓨터 없는 세상과 컴퓨터로 변화된 세상
• 인터넷 없는 세상과 인터넷으로 변화된 세상
• 스마트 폰 없는 세상과 스마트폰으로 변화된 세상
• 자동차 없는 세상과 자동차로 변화된 세상
• 내가 발견한 OO <예: 비행기, 전구, 배, 등등>
- OO 없는 세상과 OO로 변화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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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생활의 변화/ 생산의 변화/ 직
업의 종류
5. 스마트 폰과 뱅킹/ 뱅킹(스마트 폰
결재 등)과 생활의 변화/ 생산의 변화
/ 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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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활동
• 바람직한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장하는 글쓰기
• 쓰기 후 활동으로 모둠별 돌려읽기를
하거나 짝끼리 바꿔 읽기 등을 한다.
• 다른 친구의 글을 읽어보고 되도록 긍
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쓴 글을 수정할
기회도 제공한다.
• 맞춤법에 대한 피드백에 초점을 맞추
면 글쓰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수업 TIP> 발문예시
• 스마트 폰 사용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 보면서 기

○ 글쓰기 과정에서의 지도

술 발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
현해 봅시다.

• 글쓰기 시작 전에 충분한 발문과 관련 배경 지식
을 활성화 시키고 글쓰는 과정에서는 전체 학생을

• OO 없는 세상과 OO로 변화된 세상

대상으로 한 교사의 발문은 일부 학생에게는 학습에

을 비교해 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

방해가 될 숟 있으므로 되도록 지양하고 개별 지도

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더

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불어 사는 사회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글을 쓰는

전 과정에 걸쳐 수정하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국어 문법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감인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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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진로 설계하기
•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
성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

커리어넷 직업 정보 탐색 확장
- http://goo.gl/JBNylx

< 에필로그 : Do Dream ! >
○ 오감인식전문가와 가상 인터뷰
○ 오감인식기술 전문가의 전망
• 오감 정보처리 기술은 시각, 청각 중심에서 촉각,
후각, 미각 정보처리와 오감을 융합하여 현실감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간의 오감 메카니즘을 이용한 오감 정보처리 기술

• 오감인식기술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
는 직업인가요?
• 오감인식기술전문가가 하는 일은 어
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 오감인식기술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은 센싱, 전달, 재현 기술 등으로 분류됩니다. 오감
정보 중 시각, 청각 정보에 대한 인식 기술은 많은 상
용 기술이 존재하나 촉각, 미각, 후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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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 Dream
오감인식기술전문가와의 가상 인터뷰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중요성, 직업의 어려운
점, 노력해야할 점 등을 생각해 봅시다.

Q. 오감인식기술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A. 오감인식기술은 다양한 융합 산업의 성장 동력입니다. 인간의 감성과 인
지를 바탕으로 한 IoT 제품이나 교육, 의료 서비스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
디어로 고부가가치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지요.
특히 소수자에 대한 헬쓰케어 서비스를 위해 오감인식기술을 적용한 소
프트웨어 개발이나 오감인지를 바탕으로 한 인터렉티브 교육용 서비스는
미래 사회에 삶의 행복지수와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Q. 오감인식기술전문가가 하는 일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A. 오감인식기술은 다양한 융합 산업의 성장 동력입니다. 인간의 감성과 인
지를 바탕으로 한 IoT 제품이나 교육, 의료 서비스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
디어로 고부가가치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지요.
특히 소수자에 대한 헬쓰케어 서비스를 위한 오감인식기술 적용한 소프
트웨어 개발이나 오감인지를 바탕으로 한 인터렉티브 교육용 서비스는
미래 사회에 삶의 행복지수와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Q. 오감인식기술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A. 컴퓨터공학, 인지과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 공학 등의 전공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 분야 못지않게 인간심리학, 인간의 관점 및 행동,
인간의 감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이니
까요.
그러므로 전문 기술 전공 이전에 다양한 독서를 통한 공동체 감각을 키
우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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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감인식기술전문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거나 두려움을 낳는 경
우가 많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생각
해본다면 소수자를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 인간 중심 기술 개발이 어떠
한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기술 개발, 전망이 밝은 인간 중심 기술을 지향하는 창의적인 일
에 많은 친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꿈을 향해 노력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
께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프로그램을 마치며
활동 중에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하여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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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1 주제 : 오감인식 핵심 기술의 현재
▣ 음성 관련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 :

인간의 음성을 기계나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음성 신호로부터 음소 텍스트(발성된 문자열)를 인식하고 출력할 때까지를 의미
• 화자인식(Speaker Recognition) 기술 :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사람, 즉 화자의 인식과 자연어
처리를 포함한, 음성 이해와 의미 추출까지를 포함
• 음성인식 기술의 문제점
– 사용자에 따른 인식률의 차이
– 주변 잡음에 따른 인식률 저하
– 인식대상 어휘의 제한으로 인하여 인식오류가 발생하는 것
• 모바일 인터넷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대
– 다양한 수행 환경에서 다수의 화자가 말한 방대한 종류의 어휘를 확보하여 어디서(anywhere),
누구의(anybody), 어떤 것(anything)이라도 음성인식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자연어 음성인식을 위한 음향학적 및 언어학적 지식을 체계화 할 수 있음
– 모바일 환경 음성검색 서비스는 자연어 음성인식 기술을 필요로 하며 자연어 음성인식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있음

▣ 음성 합성 기술
• 음성 합성(Text-to-Speech or Speech Synthesis)이란 문자 그대로 글(text :ASCII text 또는
Machinereadable text)을 말(speech)로 바꾸는 기술
• 기계적인 목소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시각장애인용과 같이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용됨
• 최근에는 인간의 자연음에 가까운 음성 합성기가 개발되어 비정서적인 면에서도 많이 개선됨
• 음성 합성 기술의 응용 분야
– 이메일 음성 서비스
– 실시간 교통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
– 전자사전, 자동번역기, 장난감, 게임 등의 소비자 제품
– 타이핑된 문서의 오타 확인을 위한 교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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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어처리 기술(NLP)
• 컴퓨터가 사람의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지적 활동의 보조자
및 지원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
• 사람들이 특별한 형식의 언어나 명령어 없이도 컴퓨터와 교류할 수 있게 함
• 자연어 처리(NLP) 기반 검색 기술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를 인간의 일상 언어 문장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
• 음성인식 기술과 결합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음
•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이 조합된 구어체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정보 검색 작업을 위해
음성 명령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줌
예 ) 대화형 외국어 교육

▣ 착용형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 HCI 기술과 착용 컴퓨팅(wearable computing) 기술의 접목
• 착용성을 가지는 상호작용 기술 전반을 의미
• 착용 컴퓨팅 기술의 기본 기능을 만족하는 인터페이스 장치 및 인터페이스 장치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모델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기술
• 착용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과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착용감,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끊
김없는 통신 지원하는 항시성, 신체적인 피로의 최소화 및 유해요소 차단하는 안정성, 사회·문화
적 통념에 부합하는 외형의 사회성
• 착용형 HCI 기술은 HCI의 기본 기능인 유용성, 사용성, 감성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착용 컴퓨팅
시스템의 기본 기능인 착용성, 사회성, 안정성, 항시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
• 입력 기능의 착용형 HCI 기술 : 컴퓨팅 시스템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사
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
• 출력 기능의 착용형 HCI 기술
- 사용자의 감각 기능에 따라서 시각, 촉각, 청각 출력으로 구분
- 시각 출력 : 착용형과 투사형으로 구분
- 착용형 : 안경형 모니터 (Head Mounted Display : HMD, 또는 Eye Glass Display : EGD),
광섬유나 LED 등을 이용한 휘는(flexible) 디스플레이 등 있음
- 투사형 : 목이나 손목 등에 착용하는 소형 프로젝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손바닥
또는 주변 환경에 영상을 투사하는 경우가 있음
- 촉각 출력 : 인터페이스 장치가 사용자와 밀착되어 존재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한 출력 수단으
로 진동, 전기 자극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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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출력 : 사용자의 음성 입력과 함께 출력 기능으로 많이 활용, 외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하여 제약 사항을 가짐

▣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기술에 대한 전망 : 차세대 컴퓨팅
• 컴퓨팅 기능이 주위 환경에 내재되어 이로부터 정보를 획득/활용하거나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
는 상태에서도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의 컴퓨팅 기술을 총칭
• HCI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 친화적인 정보 단말기기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 정보처리 기술을 위한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의
개발 진행 중
• 일반적인 상호 작용 수단으로 사용된 유니모달(Unimodal)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술
을 실현하기 위하여 멀티모달 기반의 인터페이스 기술로 발전
• 촉각형 장치 등을 이용한 촉각 인터페이스 기술도 사용
• 오감 정보 처리 기술
• 시각, 청각, 촉각 중심에서 후각, 미각 정보 처리와 오감을 융합 재현하여 현실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발전
• 차세대 플랫폼의 소형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에 의한 지능화와 아울러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
용에 의한 실감화 추세로 발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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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2 주제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와 메이커 시대
1)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SW중심사회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SW를 중심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일상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더욱 안전하고, 투
명하며, 효율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자동화의 여파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단순한 일자리는
없어지고 글로벌 양극화 심화 가능성 높아 SW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준비 되지 않은 국가와 기업,
개인은 쇠락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 정보화 사회랑은 뭐가 달라?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는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이야기를 하면서 워드프로
세서를 배워야했고, 인터넷 활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디지털 사회의 진입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과 접근이 강조되었죠. 그리고 정보화 사회
는 기존의 산업을 정보화, 곧 디지털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처리하던
문서들이 워드프로세서로 바뀌었고, 표 그려서 계산기 두드리던 업무가 엑셀로 대치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던 사람은 수첩에 이자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어주던 시대에서, 통장이 전산화되고
심지어는 인터넷이 도입되어 종이 통장이 없는 인터넷 통장이 생겼습니다. 이때의 특징을 들자면
디지털전문가들이 기존의 각 산업영역의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해서 효율을 높일 것
인지가 초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업무를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했죠. 굳이 그 분야를 잘 알
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기술들과 요구사항은 업무를 잘 관찰하면 해결한
후, 소프트웨어를 교육하고 팔면 끝이었습니다.

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는 문제 중심사회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는 정보화 사회와는 아주 다릅니다. 각 영역의 사람들이 보다 디지털 중심
의 사고를 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소비해본
적이 없는 세대, 곧 여러분 같은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보게
되면,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물리적 한계로 존재하던 많은 모순들과 장벽을 발견할 수 있습니
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해당 장벽을 부수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거나 수많은 반대에 부딪쳐야
했었죠. 아날로그는 하드웨어의 틀을 가진 시대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매우 다른 관점의
시선을 가지고 있고, 상호 연결은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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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는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모인 전문가들의 상호 연결성이 디지
털이라는 수단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찾아보고 혹은 서로
간의 시선을 해당 문제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문제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선을
볼 수 있게 되고, 분야별 전문가가 아닌 해당 문제의 융합형 전문가를 요구합니다.
요즘 다양한 웹 서비스 중 OO서비스(ex, 음악, 웹툰, 책, 등등) 를 하려면 어떤 기술을 익혀야하
고, 어떤 학과를 나와야 하죠? 라는 질문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해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핵심
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 해답을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OO서비스는 한 전공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공통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고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OO학과가 새로 생겨야
만 하는걸까요?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분명 그랬을 테지만 디지털 서비스들은 수시로 바뀌고
모습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디지털 서비스의 문제는 큰 범위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해당 서비스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기획, 개발, 운영을 포함한 소프트
웨어 서비스의 생산 공정과 특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되, 해당 문제에
관심이 많고, 문제의 주변지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문제풀이에 적합한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특징은 문제 중심의 사고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애플, 아마존, 구글이 삼성과 다른점, 문제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업
창의성과 혁신을 이야기하자면,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떤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만드는 기업? 전자상거래업체? 검색기업? 실제 수익을 거둬들이는 비즈
니스 모델을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활동을 보면 그들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
를 푸는 기업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서비스기업들의 속성들이 비슷
합니다. 어디까지가 그들의 범위인지 불명확하고, 고민하는 문제의 근처가 모두 그들 것이라고 생
각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풀어내며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
고, 오늘날 유망 벤처들의 출발점은 모두 ‘문제중심’의 사고에서 소프트웨어적 해결책을 가지고 시
작하고 있습니다.

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지능화된 기계를 만나는 사회,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우리를 둘러싸게 될 지능화(소프트웨어)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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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을 높은 지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기계도 이 지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지능은 바로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혁명은 앞서 말했듯이
아날로그의 어떤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혁명은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 기술에 있으며, 지구상에 유일하게 인간과 근접하거나 더 뛰어난 지능을 발휘하
는 어떤 것으로 떠오르게 될겁니다. 그리고 그 수는 사람보다 더 많고, 어디에나 존재하게 될 것
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스마트’는 똑똑함 곧 지능을 의미합니다.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나 IoT(사물 인터넷-모든 사물이 네트워
크로 연결됨)가 이러한 기술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는 모바일혁명으로 이
미 십년보다 훨씬 전에 이야기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혁명에 맞닥뜨렸고, 다행히
큰 문제없이 슬기롭게 잘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중심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지능화된 기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둘러쌓
여 있을 때 우리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 때는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할 법했던 과제가
국가적 과제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기술 혁신들은 과거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할만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여러분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자료 출처 http://www.venturesquare.net/5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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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할 수 없는 메이커 시대

메이커(Maker)는 공유된 지식을 바탕으로 손쉬운 기술을 활용, 다양한 물건이나 제품을 만드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생길까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길래...

가) 메이커(Maker)시대
15년 후에 세계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1인 창업시대를 맞이한다
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기술과 혁신이 일자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계들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을 발견해 스
스로 일하면서 만족을 얻고 누구든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제품을 만들어 창의성을 실현하는 1인
기업을 일컫는 '메이커(Maker)시대'는 이미 예견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메이커 운동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으며 여러 메이커센터와 협동조합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리처드 버크'는 '갈매기의 꿈'이란 베스트셀러에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는데, 불과
15년 후에 무수히 쏟아질 1인 기업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의적인 마인드로 미래의 인
생을 꾸려 나갈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드론 택배와 3D프린트,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크
라우드 펀딩, 80억 명의 인구가 하나로 연결되는 5G 모바일을 기반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융합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소한 물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창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 그것이 소프트웨어교육의 핵심입니다.그
리고 사물 인터넷 시대를 대비하는 소프트웨어교육으로 사물인터넷 시대의 입력과 출력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컴퓨터 모니터에서의 구현이 아니라 각종 입력을 위한 센서에
대한 이해,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의 구현, 의도된 출력 장치의 구현 등이 가능해야 합
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입출력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활동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든
구현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로 수집 가능해야 할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시사하는 바를 추출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되는 내용으로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의 깊이와 수준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내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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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파악하고 협업하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합니다.
자료 출처 :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미래 일자리 트렌드, 「메이커의 시대 : 유엔미래보고서
미래 일자리」 (박영숙 저, 한국경제신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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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3 주제 :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보드- 갈릴레오 보드 훑어보기
지금은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입력과 출력 시스템을 직접 구상하고 직접 구현해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What Will You make?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
는 갈릴레오 2세대 개발보드는 아두이노 인증
호환 보드입니다. 갈릴레오는 설계업체나 학생,
교육자 등 메이커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DIY
전자매니아를 위해 개발된 다양한 센서와 전자
기기들을 조절(Control)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갈릴레오는 아두이노와 호환되기 때문에 아
두이노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갈릴레오보드는 아두이노 우노와 동일한 레이
아웃을 가지고 있으나 더 많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초를 익혀 여러 가지 작업
을 할 때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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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U(프로세서)
2. RAM
3. 플래시 메모리 - 보드의 운영체제가 담겨 있음
4. Micro SD 카드 슬롯 - 32GB Micro SD 카드 사용 가능, 데이터 저장 공간, 플래시 메모리 대신 여기
에 운영체제를 담아 부팅할 수 있음
5. 아두이노 확장 핀 - 입력과 출력에 연결 : 점퍼 선을 연결하거나 아두이노 실드를 연결
6. USB 클라이언트 포트
- 컴퓨터와 연결 : 코드를 올리기, 통신 가능
- 컴퓨터와 연결하기 전에 전원을 반드시 먼저 연결해야 함. 보드 손상 위험 있음.
7. USB 호스트 포트 - 컴퓨터 주변장치들 연결 가능. 웹캠, 사운드 장치, 저장 장치 등
8. 시리얼 포트
9. 전원 입력 - USB로 컴퓨터에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먼저 연결해야 함. 보드 손상 위험 있음.
10. 이더넷 포트 -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
11. 시계 배터리 - 보드 5V전원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시간과 날짜 기억.
12. 리부트 버튼
13. 리셋 버튼
14. IOREF 점퍼 (x3)

3. 회로 구성하기
회로를 구성할 때 브레드보드(Bread-board)와 점퍼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브레드보드는 전자 회로를 사용하여 시제품을 만
들거나 실습을 하는데 사용하는 장치로 재사용이 가
능하고 손쉽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
니다. 브레드보드의 내부에는 가로, 세로로 전기 단자
가 연결되어 있어 점퍼 케이블을 이용하여 회로 기
판과 같이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연결
전선과 다양한 부품은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브레
드보드의 구멍에 삽입하여 설치 할 수 있는데 브레

브레드보드의 내부 연결

드보드의 내부 금속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 세로방향, 가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전자부품과 점퍼 케이블을 사용하여 갈릴레오 보드에서 회로를 구성할 때는 전기가 공급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바른 위치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드보드 등을 이용하여 회로가 구
성되면 갈릴레오보드에서 전원을 공급되는 부분을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갈릴레오보드의
전원 부분이 회로에 연결되면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양극과 GND를 잘못 연결하면 전자부
품과 보드를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극성이 있는 전자부품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서 연결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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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4 주제 : 기술 발달의 양면성과 교육
미래에는 인간이 하는 일 중 상당부분을 로봇이 대체하게 됩니다. 로봇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처리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게 됨으로 이를 결정하는 인간의 판단은 더욱 중요하게 되며 인간은
로봇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돕는 독거노인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일정 시간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 곧바로 관리센터에 알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갈수록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안전과 소중함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만약 이 시스템에서 일정 시
간동안 움직임이 없다고 해도 아무 처리를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인간이 정한 처리 순서대로 어르신들의 응급 상황에 대해 전혀 대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리 순
서를 정하는 인간의 사고 능력이 결국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상영된 영화 ‘빅 히어로’에서 주인공 천재 공학도 히로가 개발한 ‘마이크로봇’이 한 어른의
일그러진 복수심에 의해 악용됩니다. 이렇듯 기술의 발달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
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에게 이로운 요소와 해로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인성과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
니다.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인
간에게 이로움을 주고 해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에 대해 어
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에 처리시키는 작업의 순서를 명령어로 작성하는 것. 실제로는 프로그래머
(programer)가 그 작업을 충분히 이해하여 처리 순서를 틀림없도록 결정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programming language)를 사용하여 기술합니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에 부여하는 명령을 만드는 작업. 수식이나 작업을 컴퓨터에 알맞도록 정
리해서 순서를 정하고 컴퓨터 특유의 명령코드로 고쳐 쓰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컴퓨
터의 명령 코드를 쓰는 작업을 특히 코딩(coding)이라고도 합니다.
출처: Naver 지식백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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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교재

초등학교 5-6학년
STEAM

마음과 만나서, 행복한 우리

1. 주제 개요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영향을 가져
왔다. 인간의 지각-기억-사고의 방법을 넘어선 인간의 기본인 감성과 관계 맺는 단계로 진화
하고 있다. 하이테크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는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의식주처럼 인
간의 기본 욕구 충족을 넘어서는 생활의 편리함과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까지 사람들의
만족은 제품의 소유 그 자체였다. 그러나 많은 제품의 보급은 무조건적인 물건의 소유보다는
제품을 잘 활용하는 편리함과 여유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소비자의 만족도는 결국 소비자의 만족도는 결국 소비자의 사용과 감성의 욕구
충족이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라도 소비자의 사용과 감성의 욕구인 만족도에 맞지 않으
면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이 중시되는 현재 사회에서 이런 소비자의 만족도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능과 품질, 디자인, 사용감 나아가 심미성까지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품에 열광하고 있다. 이제 기존의 기술은 기본적인 행동의 기반이 되고 인간 감성과 결합
하고 소통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ication Technology)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감성을 읽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그 상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활동을 해야 하는 과정들은 아날로그적 경험이다. 아날로그적 경험을 디지털화 해야 할 필요
성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기기들이 사람의 마인드를 읽기 위해 출현하고 있다.
감성인식기술은 인간의 감성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사용자의 감성과 상황에 맞게 감성정
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감성적 기능처리를 제공하여 공감을 통한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
는 기술은 감성 ICT라고도 불린다. 현재의 정보 산업의 생태계는 감성적 제품이 소비를 자극
하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가격 및 성능 위주의 시장 전략에서 소비자 감성 맞춤형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감성적 자극에서 점점 고도화된 감성인지 기술 및 감성적 처리, 그리
고 교감까지 가능한 기술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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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출처: 감성 인터페이스 표준 및 기술현황 기술보고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본 진로 STEAM 프로그램에서는 미래유망 직업군으로 선정된 감성공학전문가 중에서 감
정인식기술전문가에 주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감성인식기술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과 프
로그램을 연계하였고,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학습을 통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특히 감성인식기술전문가는 ‘마인드 리딩 ’이라는 핵심 원리 기술을 사용한다. ‘마
인드 리딩’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등을 통해 발생하는 감성을 측
정하고, 구체적 제품 디자인, 설계 스펙 혹은 이미지로 번역해 사용자 감성에 맞는 제품으로
설계하는 기술이다.
감성인식기술전문가는 실제 인간의 감성인식 과정을 위해 인간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
는 행동들을 관찰,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리고 상황과 감성을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일을 설계한다. 이 직업을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
하고 반응하며,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행동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2. 학습목표
○ 교육 목표
- 주변 환경에 따른 인간의 몸의 반응 과정을 말할 수 있다.
- 생활 속의 다양한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알고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조사 ․ 분석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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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목표
-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과학 5-2, 1. 우리 몸)
- 감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안다.(도덕 5 2. 감정 내안의 소중한 친구 )
-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6-2. 자료의 표현과 해석)
- 생활 속 디자인의 조건을 알고 디자인하며, 작품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미술 •비상: 생각하는 미술 감상실, •아침나라: 생활 속의 디자인, •금성:
소통과 디자인)
-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산업 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와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과 태도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

○ 과정 목표
- 내 주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 과정을 계획 실천할 수 있다.
-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해 주변 친구들과 협력하는 태
도를 기른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와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상황제시에서는 ‘마인드 리딩’을 알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인간의 감정과 감성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한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
을 알아본다. 특히, 인간의 감정은 좋고 나쁜 감정이라는 이분법의 사고가 아니라 모두가 소
중한 나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한
다.
감정을 알게 되면, 감정과 감성의 차이를 알아본다. 감정이 신체적인 행동의 변화와 인간
의 공통적인 감정이라면 감성은 감정과 달리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인간의 감각으로 느낀 정
보를 뇌에서 감정으로 느끼고 이를 다시 신체나,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결
국 감성은 사람마다 다르며, 환경에 따라 즉각 반응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마인드 리딩에서 결국 상황에 따른 감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인 인간의 감성 전달 과정
을 이해하고, 마인드 리딩의 감성 인식의 과정을 체험해 보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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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해한 감성들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얼굴표정 만들기
앱을 통해서 실제 체험해기 위해 감성을 읽는 기술(ict)을 확인해 본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감성에 따른 다양한 반응을 알고 나면, 사람들이 감성에 따라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살펴본다. 특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즐거움’ 이라는 감성을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는 Fun Theory를 통해 인간의 감성을 이용하여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본다.

○ 창의적 설계
이 단계는 감성의 생성과 발생과정을 알아보고, 실제 학생들이 생활에서 학생들의 감성을
이용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보는 과정이다.
첫째단계는 감성과 감정의 차이를 구별하고 감성의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활동이다.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감성과 감정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보고 난 뒤, 감성발생과정을 인지
할 것이다. 또한 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다.
두 번째의 과정은 미션해결과정이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감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 해결해보는 활동이다. 학교 아이들의 감성에 맞게

불편함 혹은 불만이었던 미션

대상을 통해 또래 학생들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통해서 대중이 원하는 감성을
찾아본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표정, 자극, 평소의 생활경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성들을 조사, 분류 해보고 대상별 감성을 그래프화한다.
2차시의 핵심적 활동은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바꾸고 싶은 문제를 직접 찾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불편하고, 불만이었던 환경을 긍정적인 감성이 높은 대상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이다. 이는 마인드 리딩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분석과정은 결국 각 장소를 학생의 감성을 만족도를 높이는 대상으로 이미지

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내화와 교실에서 만족도를 높여줄 시간과 활
동에 따른 음악을 만들기 위한 설문과 감성을 조사하고 설문결과 분석을 통한 음악을 디자인
하는 활동을 해본다.

○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으로 이루어진 이 활동은 2차시의 활동 결과에 따라 결과물을 시안을 작성하
기 혹은 작품제작 제안서를 만들어보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이다. 특히 제안서를 발
표할 때는 기능의 설명과 더불어 감성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공감적 표현을 담은 적절한 광고
형식을 이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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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채택한다. 이때 발표회는 영화 시상식처럼 우수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영역으로
시상하여 본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실행해 본다. 이 활동은 마인드리딩 기술 단계 중 구
체적 제품 디자인이나 설계 스펙 혹은 이미지로 번역해 사용자 감성에 맞는 제품으로 설계하
는 단계이다. 결국 프로젝트의 마지막인 제안서를 통해서 그동안 감성을 인식하는 자료수집분석-이미지화 및 제품설계라는 과정에서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이 제안서 작성 및 발표는
개인 혹은 모둠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로 다양한 감성인식 디자인을 살펴 볼 수 있고,
기술과 감성이 만나서 기존의 편리함에서 어떻게 인간의 감성을 더해져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체험해보는 단계이다.
제안서 발표가 끝나면 기술과 감성이 조화가 된 다양한 세상을 상상해보고, 감성인지기술
전문가의 인터뷰동영상을 보면서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한 감성인지기술전문가의 세계를 알아
본다.

4. 지도계획
유망
신직업

차시별 주제

STEAM
요소

소주제
차시

내용

∙ 감성 이름표 붙이기
★ 마인드 리딩 기술: 인간감성 과정 이해
4/
6

감성
인식
기술
전문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행 복
UP

-인간의 다양한 감정 알아보기(인사이드아웃)
-뱀, 개에 따른 사람마다의 감성이 다른 경우 알아보기
-감정과 감성의 차이점 알아보기
-다양한 얼굴 다양한 감성 만들기(감성인식 앱 사용)
-감성이 유발되는 다양한 상황 알아보기(Fun thory)

상황제시


∙ 불가능은 없다! 감성인식기술로 미션을 해결하라.
★ 마인드 리딩 기술: 감성의 영향을 주는 요소 파악하기
5/
6

-감성의 생성과정알기
-어둠상자 놀이를 통한 사람의 행동 관찰하기
-감성의 발생과정 알기
-미션을 해결을 위한 모둠별 계획세우기
-미션해결을 위한 제안서 및 결과물 만들기

창의적 설계


∙ 감성 디렉터의 행복프로젝트발표회, 진로 설계
6/
6

→ 마인드 리딩 기술: 자료 분석, 감성인식 디자인
-적절한 광고카피와 그래프를 이용한 공감 표현 이용하
여 행복 학교를 위한 환경 개선 제안서 작성하기
-우수작품 및 다양한 부문의 시상하기

M

감성인식기술전문가

61

유망
신직업

차시별 주제
소주제
차시

내용

STEAM
요소

-발표회를 하면서 느낀 점, 알게 된 점 정리해 보기
-기술과 감성이 만났을 때의 세상 상상하는 글쓰기
-Do Dream: 감성인식전문가 알아보기
-전문가와의 가상인터뷰: 감성인지기술 전문가
-정리하기

5. 지도상의 유의점
○ 감정과 감성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기에 성인이 구별하기에도 쉽지 않다. 감정은 감
각자극, 두뇌(정보처리, 판단과정)을 통해 감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느낌이지만 감성
은 개인의 내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적인 느낌이다. 초등학생들의 단계에서는 이를 설명
하기보다는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마다 친구와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나와 다른 생각을 듣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
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의 상황에 따른 감성과 감정이 나와 타인이 다름을 알 수 있고,
타인의 감정과 감성을 존중할 수 있다. 이에 모둠협력 활동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하도록 안내한다.
○ 미션의 주제는 학생들에게 맞는 주제로 변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감성을 찾아보고,
분류해보며, 긍정적인 감성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느껴 보는 것이다. 이에 스
스로 감성인식 과정을 터득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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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계획
▢ 자기 평가 및 동료평가
평가

평가기준

방법

◆ 감성과 감정의 차이와 감성의 발생과정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가?
◆ 감성발생요인을 알고 감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미션해결과정에 적용하였는가?

자기평가

◆ 미션해결과정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였는가?
동료평가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의견 나누기 활동에 격려, 지지, 경청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했는가 ?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 자기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계하였는가?

▢ 수행 평가 기준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평가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흥미와
호기심

과제에 대해 흥미와 호기
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과제에 대해 흥미와 호기
심을 조금 가지고 활동에
참여함.

과제에 대해 흥미와 호기
심을 가지지 않음.

새로운
문제로의
도전

기존의 학습내용을 바탕
으로 새로운 문제에 적극
적으로 도전함.

기존의 학습내용을 바탕
으로 새로운 문제에 도전
함.

기존의 학습내용을 바탕
으로 새로운 문제에 도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의사소통

다른 친구와의 활발한 의
사소통으로 새로운 정보
를 적극적으로 교환함.

다른 친구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으로 새로운 정
보를 교환함.

다른 친구와의 의사소통
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논리적
사고

미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설계 및 감성 요인 분석
하는데 매우 논리적으로
설계・분석함.

미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설계 및 감성 요인 분석
하는데 논리적으로 설
계・분석함.

미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설계 및 감성 요인 분석
하는데 논리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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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기초
탐구과정
활용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예
상, 추리 등의 기초탐구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함.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예
상, 추리 등의 기초탐구
과정을 어느 정도 활용
함.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예
상, 추리 등의 기초탐구
과정을 활용하는데 어려
움을 겪음.

창의성

제작한 보고서에서 유창
성, 정교성 등의 항목 중
3가지 이상에서 두드러
짐.

제작한 보고서에서 유창
성, 정교성 등의 항목 중
1-2가지에서 두드러짐.

제작한 보고서에서 유창
성, 정교성 등의 항목에
서 두드러지지 않음.

○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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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흥미와
호기심

새로운
문제로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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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의사소통

논리적
사고

기초
탐구과정활
용

창의성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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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내 마음 속 다양한 감정들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은 기분, 감정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기쁨, 슬픔, 행복, 화, 절망,
분노 등 사람은 이런 감정에 매우 민감하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
로 행동할 때도 있구요. 사람들의 감정은 다양하지만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만났
을 때 감정은 나타납니다.
개를 보면 크고 무서운 개를 생각하며 소름이 돋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작
고 귀여운 애완견을 생각하며, 미소 지으면서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건 개에 대한 각자의 경험이 개라는 대상을 만나서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개를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 개를 만지지만, 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
는 사람은 개를 피하지요. 사람의 머릿속은 각자 나름의 감정과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행동과 반응들이 있어요. 이를 감성이라고 해요.
우리 생활에서는 감성을 많이 사용해요. 운동장에 모일 때 나오는 음악을 떠올
려 보세요. 씩씩하고 활기찬 행진곡으로 나도 모르게 빨리 가서 움직여서 모이게
되죠? 여러분이 자주 가는 마트, 쇼핑센터에서도 음악이 나오는지 귀를 기울여보
셨나요? 우리 생활에서 자주 음악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비가 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바로 ‘부침개’죠! 부침개를
만들 때 나는 ‘치~익’ 소리와 빗소리가 비슷하고, 비가 오면 온도가 내려가서 따
뜻한 음식을 찾게 되어서 사람들이 부침개를 떠올린대요. 비라는 환경과 우리의
감각이 찾는 부침개 재미있지요?
자! 그럼 무엇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여 우리를 행동하게 할까요? 다 같이 감
성에 눈을 뜨고 행복한 마음을 만나러 가봅시다.

감성인식기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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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 이름표 붙이기
학습목표
▪ 주변 환경에 따른 인간의 감정반응
을 알고 다양한 감정을 분류할 수 있
다.

▪ 다양한 감정을 알고 감정의 중요
함을 친구들과 이야기 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포스트잇, 4절종이, 동영상
[학생] 학생용교재

학습구조
단계

내용

도입

•인간의 다양한 감정 알기
•다양한 감정 찾기
•감정 분류해 보기

전개

•감성과 감정 차이 알기
•감성에 따른 인간의 행동변
화 알기

정리

정리 및 평가

배움전략

평가계획
연
번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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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감정 종류를 알고,
상황에 따른 감정
을 분류할 수 있는
가?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친구
들의 이야기를 경
청하고
공감하는
가?

시기

방법

수업
중

관찰
평가

수업
중

관찰
평가

감성공학전문가

자기주
도
타자주
도

☑
☑
☑
□

관찰
토론
설명
단서

☑
☑
□
☑

추론 ☑ 조작 □ 요약
발표 □ 기타
시범 □ 연습 ☑ 발문
매체 □ 기타

▪자기주도는 관찰(감정의 의미를 알기 위한 영상 시청, 동료
의 상황 듣기) 추론(영상의 의미와 내용에서 개념 찾아내기활동),
토론(상황에 따른 감정을 분류하기), 발표 전략이 사용된다.
▪타자주도는 교사의 시청각 자료의 매체 투입과, 설명, 발문
을 통한 각 수업 단계별 이해를 높이는 활동, 학생들끼리의
발문과 설명, 시범을 통한 발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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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기>
▣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한 장면 보
기(https://goo.gl/B9I1zX)
-영화 속의 5개의 캐릭터가 내 안
에서 주인이 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포스티잇 1장에 1문장으로
그때의 상황을 자유롭게 써 봅니다.
- ‘엄마가 안아줄 때 기분이 좋다.’,
‘좋아하는 장난감이 망가져서 슬펐
다.’ 등.
<수업TIP>
★영화 인사이드 아웃
√ 영상 재생의 문제시 youtube에
서 인사이드아웃 예고편 2를 검색
하여 보여줍니다.

√ 영화에서는 11살 라일리의 새로
운 도시의 적응에 라일리의 머릿

교수 ․ 학습 활동
1. 내 안의 감성에 이름표를 붙여보자.

속 감정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여
줍니다. 라일리뿐만 아니라 부모님
의 감정들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

<프롤로그>

에서는 모든 감정들이 함께 있을

◦ 동기유발

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

◦ (프롤로그의 그림을 보며) 개에 대한 각자의 반응,

억과 함께 감정들이 어떻게 연결

비오는 날에 대해 하는 일 등 상황에 따른 사람들의

되는지 보여줍니다.

감정과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 학습문제 확인
♣ 감정과 감성의 의미를 알고, 자극에 따른 감성의
발생 원리를 알아봅시다.

감성인식기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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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어들을 긍정/ 중립/ 부정
중의 단어로 표시해보기
-예시로 든 뱀이라는 단어가 징
그럽다면 부정으로, 뱀은 파충류
다 등의 단어는 중립으로, 뱀은
애완용으로 키우기 좋다 등은 긍
정으로 표시하도록 안내한다.
•짝이나 모둠 친구들끼리 주어진
단어를 보고 내가 생각하거나 느
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나와 친구들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생각하며 친구의 이야기
를 잘 듣고 대화하도록 유도한
다.
•모둠 친구들과 같은 단어에 대
한 긍정, 중립, 부정의 정도를 조
사해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
교수 ․ 학습 활동

-친구들과 각 단어에 대한 정도

▣ 감성과 감정은 어떤 차이?

를 이야기 해 보세요.

•교재 표에 교사가 불러주는 단어나 요즘 떠오르는

-나와 모두 같은 생각인가요? 다

단어를 써서 그 단어를 보고 느껴지는 단어나 문장
써보기
-빈 칸에 00을 써보세요.
-단어를 보고 생각나는 것을 마인드 맵 해봅시다.
<수업TIP>
√ 뱀과 연예인은 호불호가 뚜렷한 것으로 예로 든
것이다. 학생용 교재는 빈 칸으로 제시되어있어 호
불호가 사람마다 다른 단어도 가능하다. 아니면 사
진을 보여주고, 그 단어를 쓴후 활동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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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생각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정은 비슷하지만 감성은 사람
마다 사물에 대해서 다르다. 이
는 사물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낀
경험이 머릿속에 감정으로 바뀌
어서 몸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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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친구들과 함께 포스트잇의
문장을 읽고 같은 감정끼리 모아
보기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포스트잇
의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감정끼리 모아서 4절지
에 분류해 봅시다.
-감정분류가 잘못되거나 혹은 애
매한 것은 친구들과 상의하여 분
류해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감정을 분류하며
느꼈던 생각을 이야기하기
-감정의 느낌들이 친구들과 비
슷한 것 같다.
-친구들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등등
<수업TIP>
•감정을 정의하기

★감정이 다룬 책

-사람들이 느끼며 일어나는 마

√ 사람의 감정의 주요 요소를 아이들이 공감할

음 또는 기분을 말하며 대부분의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루어집니다. 미리 학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을 보면 비

급문고로 함께 읽어보면, 상황에 따른 감정을

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떠올리기 쉽습니다. 특히 모든 감정은 인간에게
소중하면 잘 다룰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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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부정, 중립에 대한 감정에
대한 몸의

변화를 이야기 해보

기
-얼굴을 찌푸리거나, 눈이 커지
거나, 미소 짓거나, 소름이 돋거
나 등의 행동은 어떤 감정을 표
현한 것일까요?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은 무슨
생각일까요?
-‘울음’은 슬플 때만 나타날까요?

•감성의 의미 알기
-감성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 정도’로
사람마다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뱀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이 있듯이 하나의 대상에 따라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은 개
인이 가진 배경과, 경험, 신체적
인 것에 따라 다양한 감정으로
인식되고 몸으로 표현됩니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구별하지 않기
-감정은 상황에 따라 인간의 안전 혹은 욕구를
위해 나타내는 것을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모두
소중한 감정이기에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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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와 감정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기계와 감정이 만나서 이루어
진 감성 기술 알기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기계도
감정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봅시다.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레알감정인식(MidnScan Camera)
을 찾아 다운을 해봅시다.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기존의
사진으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앱은 사진속의 얼굴 표정은
12개의 감정으로 구분해 줍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한
표정을 만들어 줍니다.
-친구들과 감정인식 방법을 이용
하여 직접 해봅시다.
-단 옆얼굴, 안경 낀 얼굴, 얼짱
각도는 잘 인식을 못해서 정면을
보고 찍어주세요.
<수업TIP>
★레알 감정인식 어플의 방법
√ 이 어플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
나타나는 얼굴 표정을 데이터로

√ 다양한 감정에 따라 나타나는 표정을 인식하
는 것은 감성능력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은
감성인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집 분석하여 표정에 따라 감정
을 정의합니다. 사진을 찍어 시각

√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기

적인 자극(인간 감각기관중 중 시

술까지 만들어 졌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결과는

각)으로 저장하고, 데이터를 분석
(인간: 뇌의 작용) 하여 해당하는
단어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12가지의 기분을 영어
로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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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와 감정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룩앳미’ 어플을 통한 감성과
기계를 통한 행복도와 만족도가
있는 기술 개발 알기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감정을
통한 소통은 대화보다 몇 배의
전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소통이 어
려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감성
기술이 있습니다.
-룩앳미는 안드로이에서만 다운
이 가능하고, 일반인보다는 자폐
를 가지고 있는 자녀와 부모를
위한 앱입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게 되었는지
영상으로 봅시다.
• ‘룩앳미’ 개발 스토리를 보고
알게된 점 이야기 나누기
<수업TIP>

페스티벌 (칸 국제광고제)’에서 27개 수상을

√ 이 어플은 서울대 분당병원

하였다.

및 연세의료원 전문의들과 개
발한 자폐아와 소통하는 앱이
다. 자폐를 겪는 사람들은 타인
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만
디지털 기기는 수월하게 다루
고 소통하는 점에 개발된 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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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을 쓸 수 있는 단말기가 일부 삼성 제품에
제한돼 있다는 점은 아쉽다. 지금은 ‘갤럭시
S3·S4·S5’와 ‘갤럭시노트2·3·4’, ‘갤
럭시줌·줌2’와 ‘갤럭시탭S’에서 룩앳미 앱
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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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과 사람의 행동변화-Fun
이론
•감성으로 사람의 행동을 변화
시키는 Fun이론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감성과 연결
되면 좋아하게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일을 ‘즐거움’
이라는 감성과 연결했습니다. 함께
봅시다.
•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어보기
-영상을 보고 어떤 점을 알게
되었나요?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에는 어
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긍정적인 감성이 인간과 연결
되면 인간의 행동이 변화하게 됩
니다.
•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써 보
기
<수업TIP>
‣Fun Theory 동영상
1) 피아노 계단
https://goo.gl/cXfYJM
2) 스크래치 매트
https://goo.gl/ck3HUP

<수업TIP>
√ 위의 동영상은 사람의 행동을 더 나은 방향
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즐겁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Fun Theory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계단에 피아노건반
을 깔아 계단을 이용하게 하는 것, 가계에 먼지
를 터는 발판에 음악을 넣어 스스로 먼지를 털
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감성을 통해서 사
람의 행동을 바꾸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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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주제 : 감정이 담긴 책을 소개해요!
1. 채인선 동화 작가, 그림 조은영의 <아름다운 감정학교>,2006 , 출판: 아지북스
『아름다운 감정학교』 슬픔, 기쁨, 화, 외로움, 두려움 등 어린이가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법과
극복 방법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읽는 독자는 그림책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통
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1권 <슬픔아, 안녕>

p. 23

슬픔은 먹구름 같은 거예요.
슬픔은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먹구름 같은 거예요. 어느 먹구름이든 비를 뿌리고 나면 그걸로 없어진답니
다. 비를 맞았는데도 여전히 먹구름이 자기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슬픔도 마찬가지예
요.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는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먹구름처럼 슬픔은 곧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2권 <기쁨아 어서와>p. 36
기쁨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쁨을 모르고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일로 행복을 느끼든 행복은 마음속이 기쁨으로 환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 나 거기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드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책임이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세요.
3권 <화야, 그만 화 풀어> p. 31
화는 꼭 내야 할 때만 내야 해요.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통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그 다음에 또 자꾸 화를 내고 싶은 거예요.
화는 정말 내야 할 때, 내지 않으면 안 될 때 내야합니다.
한 집에서, 한 교실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 하루 종일 화만 내고 있어야
해요. 화날 일이 생기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화를 꼭 내야 하나’
‘나는 잘못한 게 없나?’ 그러고 나면 화를 낼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4권 <외로움아, 같이 놀자> p 35
외로움은 친구를 만들어 주는 고마운 감정이에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갖고 태어나지만, 서로 친구를 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갖고 태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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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한 나뭇가지에 나는 나뭇잎들처럼 바람이 불면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
고 몸을 부비며 살아가지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옆에서 같이 웃고 떠들 사람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것
을 알아 두세요. ‘어서 친구를 찾아 나서라’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외로움을 알지 못하면 가족이나 친구의
소중함도 알지 못합니다.
5권 <두려움아, 저리 가> p. 25
자기의 두려움을 잘 들여다보세요. 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만 보면 질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새에 대해 이렇게 다른 게 이상하지요? 어쩌면 두려움은 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일지도 몰라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두려움을 잘 들여다보세요.
혹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2. 임성관 지음, 강은옥 그림 <열두 가지 감정, 행복일기>,2010 , 출판: 책 속의 물고기
'마음'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열두 개의 감정 주머니를 모두 채우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이 전해져 온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 감정 주머니를
누구보다 먼저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열두 개의 감정 주머니를 채워 왕이 될 수
있어요. '기쁨, 행복, 만족, 분노, 질투, 공포, 슬픔, 우울, 외로움, 자신감, 공감, 사랑'이라는 감정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마음 주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기분이 좋아졌는데 상대방은 왜 아직도 시무룩할까요?
상대방의 감정도 헤아려 보세요!
나의 감정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도 배려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잘 헤아려야만 서로 사이가 더 좋아지고 관계도
발전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한 발짝 나아가 감정을 나누는 기술을 익혀
보세요.
기분 나쁜 그 일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기분이 찜찜한 걸까요?
우리 마음을 행복으로 이끄는 솔직한 '감정 일기'를 써 보세요!
기분이 나쁜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솔직하게 감정일기를 써 보세요. 만약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꾹
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으면 속만 타고 스트레스만 더욱 받게 된답니다. 이러다 보면
화병에 걸리고 말지요. 그러니 무언가 속상한 일이나 반대로 하늘을 날아갈 듯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표현해 보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하는 것이 아직 서툴다면 일기에 써 봅니다. 어떻게 쓰는지 방법과 순서를
익힌 다음, 친구들의 감정 일기를 보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감성인식기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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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능은 없다! 감정인
식기술로 미션을 해결
하라.
학습목표
▪ 생활 속의 다양한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알고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조사 방법을
알고 역할을 나누어 참여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동영상
[학생] 학생용교재

학습구조
단계
도입

내용
감성이 생성되는 과정 알기
-어둠상자놀이
•감정과 감성의 발생원리 알기

전개

• 감성인식기술을 통한 미션
해결을 위한 계획 세우기
•미션해결을 위한 자료 모으기

정리

정리 및 평가

배움전략
자기주
도

□ 관찰 ☑ 추론 ☑ 조작 □ 요약
☑ 토론 ☑ 발표 □ 기타

타자주
도

☑ 설명 □ 시범 □ 연습 ☑ 발문
□ 단서 ☑ 매체 □ 기타

평가계획
연

평가내용

시기

방법

1

감정과 감성의 발
생 원리를 아는가?

수업
중

관찰
평가

2

문제해결을
위해
모둠별로 협동하여
계획을 세우고 역
할을 나누는 가?

수업
중

관찰
평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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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는 관찰(미션 해결을 위한 문제 상황을 파악함), 추
론(상황에 따른 감정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추론함)
동), 토론(미션 해결을 위한 계획 실행을 위한 모둠 토론하기),
발표(계획 및 실행에 관한 발표) 전략이 사용된다.
▪타자주도는 교사의 시청각 자료의 매체 투입과, 설명, 발문
을 통한 각 수업 단계별 이해를 높이는 활동, 학생들끼리의 발
문과 설명, 시범을 통한 발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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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에게는 힌트를 주고 탐색
하게 한다.
-한명은 조심스런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맞추는
반응에 대해 이야기 한다.

<수업TIP>
★ 어둠상자 놀이할 때는 이렇게
도 해 보세요.
√ 상자 안의 물체가 살아있으며,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여,
공포감을 주며, 관찰하는 아이들은
그 물건이 안전함을 알고 지켜보
게 한다. 관찰하는 학생 중 한명을
나오게 해서 만져보게 한다. 두 학
생 행동의 차이를 보며, 물건의 정
체를 모르고 만지는 학생은 1단계
인 본능적 단계, 다른 학생은 2,3
단계임을 인식하게 된다.

•놀이 후 이야기 나누기

<생각 펼치기>
▣ 감성은 어떻게 생겨날까?
•감성발생 과정을 실험으로 알아보기
-어두운 상자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맞춰
봅시다.
-물건을 보이지 않게 놓고 만져보고 무엇인지
맞춰보게 하기
★ 어둠상자 놀이방법
- 2명의 친구를 선정하고 1명에게는 무엇이
지 말하지 않고,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조심하
라고 말한다.

-친구들의 행동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명의 친구는 살아있거나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
각하여 쉽게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물이 아니라 물건인
것을 아는 친구는 편안하게 탐색
합니다.
-이는 ‘살아있거나 움직이는 것’
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이라는
머리 곳의 경험이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성인식기술전문가

77

•감정과 감성의 발생원리 알기
-감정은 외부의 자극이 감각수용
기관(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을 통해서 뇌로 들어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여 생겨납니다.
-감성은 외부의 자극이 감각수
용기관을 통해서 뇌에 들어오고
바로 싫고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특히 뇌에서 본능적 단계에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 가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경험에 따른 기억과 감정이
서로 연결되면서 감성이 생기고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외부의 자극이 감각 수용기(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를 통해서
뇌로 들어옵니다.
-개인의 기억과 감정이 서로 연결
되면서 감성이 생기고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느꼈던
본능적 단계, 행동적 단계, 반성
적 단계를 이야기기 해 봅시다.
-물건이 떨어지는 순간 발을 떼
어 본적이 없나요?
-보이지 않는 자동차 경적소리
를 듣고 깜짝 놀라 몸을 피한 적
이 없나요?

78

감성공학전문가

<수업TIP>
※ 사람의 두뇌작용 3가지 단계 알기
-본능적 단계
좋은지 나쁜지, 안전한지 위험한지 빨리 판단하고 근
육에게 신호 보내어 두뇌의 나머지 부분에 경고신호
를 보내는 곳
-행동적 단계
인간 행동이 행해지는 곳으로 본능적 단계를 강화하
거나 억제할 수 있으며, 반성적 단계로부터는 강화되
거나 억제될 수 는 곳
-반성적 단계
외부 입력에 대한 감각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와 직접
적인 연결은 되지 않으나 지켜보고, 곰곰이 생각하며
행동적 단계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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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2) 교실에 음악이 필요해!
감성 음악 고르기
♥ 카페에 가면 날씨별로 음악
이 나온다. 그리고 운동센터에는
신나는 음악이 나와서 운동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교실은 어떨까? 어떤 시간에 어
떤 음악이 필요할까? 그때 필요
한 음악은 무엇일까? 음악이 흐
르는 우리 교실! 음악을 골라주
세요.
▣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감성인
식기술을 사용하라.
-미션에 대한 학생들의 감성을
조사하는 설문지 만들기
-설문지 배포 및 수집하기
-설문지 분석하고 그래프로 나
타내기
- 다음시간 결과에 따른 실내화
디자인과 교실 배경음악 디자인
▣ 감성인식기술을 통한 미션 해결하기
-감성인식기술을 가지고 아래의 미션을 해결해보
자.
•미션1) 우리들이 원하는 최고의 감성 실내화를
만들기
♥문제상황: 초등학교 고학년은 실내화로 슬리
퍼를 신고 싶어 한다. 그런데 소리도 나고 잘 벗

제안서 준비하기
<수업TIP>
- 학생용 27쪽의 생각 되돌아
보기를 미리 살펴보고 학생이
하는 프로젝트가 감성인식기술
전문가의 어떤 일과 연결되는
지 살펴볼 수 있다.

겨지고, 걸음걸이의 문제가 생겨 학교에서도 못

<학습TIP>

신게 한다. 그렇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실내화를

‣설문지는 종이설문지도 가능하

나만의 실내화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생들이

고, 구글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

원하는 최고의 감성 실내화를 만들어라.

지도 가능하다. 학급의 상황에
맞는 설문지를 사용한다.

감성인식기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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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TIP>
이 설문지는 예시사항이기에 각 학
생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
도록 한다.
그러나 설문지를 만들고, 설계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감성인식과정
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수업TIP>
감성인식분석3단계
단계

방법

데이터수
집
( D a t a
Collection)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
하는 것으로 조사하려
고 하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문서, 각종 점
수, 단어, 코멘트, 문장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요즘은 인터넷, 블로그,
눈 등의 채널을 사용하
여 수집한다.

주관성
탐
지
(Subjecti v i t y
Detection)
극성
탐지
(Polarity
Detection)

수집한 자료를 분리 분
석하는 것이며, 문장의
감성을 긍정, 부정, 중
립, 객관으로 나누어 판
단합니다.

<수업TIP> 감정과 감성의 비교(이구형,1998)
주어진 자료가 ‘긍정’인
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표 72 I
DG Tech Report,“글에서 감정을
읽다.” 감성분석의 이해. 신수정.

심리변화 강도
생리적 변화
표정 및 행동변화
객관적 측정, 평가
일상생활 중 발생
빈도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자의적 조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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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Emotion)
높음
있음
있음
가능

감성(Sensibility)
낮음
관찰 안됨
없음
불가능

낮음

높음

늦음

빠름

가능
두뇌에서

판단

줄가능
반사적, 직관적, 무

과정을 거쳐 발

의식적, 개인성, 변

생

화성,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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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미션! 실내화를 바꿔라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학년 ■반 어린이들입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실내화를 디자인하기 위해 실내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고 비밀로 처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대답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1. 아래의 실내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1) 만족한다.

2) 불만이다.

2.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유를 골라주세요.
1) 디자인, 2) 신었을 때 착용감(기능성), 3) 땀이 난다.

4) 기타(

)

3. 실내화를 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1) 부모님 선택 2) 내 마음에 드는 것 3) 디자인

4) 기능성 5) 가격

6) 기타
4. 실내화하면 생각나는 단어에 √표를 골라주세요.
번호
1

나타내는 말
편안하다

예

나타내는 말
불편하다

예

2

튼튼하다

튼튼하지 않다.

3

멋지다.

촌스럽다

4

단조롭다.

복잡하다

5

기능적이다.

기능적이지 않다.

6

옷과 조화롭다

조화롭지 못하다

7

개성적이다

일반적이다.

8

친근하다

친근하지 않다.

9

독특하다

무난하다

10

화려하다

수수하다

11

초등학생과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12

감성적이다

감성적이지 않다.

감성인식기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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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미션! 교실에 음악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학년 ■반 어린이들입니다. 저희들은 기분 좋은
교실을 만들기 위해 교실에 흐를 음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고 비밀로 처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대답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1. 우리가 교실에서 아래의 시간마다 어떤 분위기가 필요할까요? 적어주세요.
1

아침 등교시간

2

쉬는 시간

3

우유 마시는 시간

4

점심시간

5

청소시간

2. 우리 교실에 음악을 넣어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들 중 음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시간을 골라주세요.
번호
1
2
3
4

시간
아침 등교시간
쉬는 시간
우유 마시는 시간
점심시간

5

청소시간

6

기타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3. 각 시간마다 사용되는 음악의 분위기를 단어로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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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간

1

아침 등교시간

2

쉬는 시간

예)

3

우유 마시는 시간

한 음악, 잔잔한 음악 등

4

점심시간

등

5

청소시간

6

기타

감성공학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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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TIP> 인간 감성의 특성(이구
형,1998)
★감성은 개인이 생활을 통하여 갖
게 되는 자신의 기준에 의하여 동
일외부의 자극에 대해서도 다양하
게 나타난다.
-감각자극은 다른 종류의 감성을 발
생시키는데, 이는
자극이 개인이 가지고 잇는 감성판
단(개인의 생활경험 축적 관계)를
통과하면서 특정의 감성을 동반하
기 쉽기 때문이다.
★동일한 감각이나 정보자극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감성
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사물에 대하여 갖게 되는
감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이미 가진 감성과 심신의 상태, 주
변의 환경,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감성은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수업TIP> 감성과 감정의 차이(이구형,1998)

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긍정적감

★감성은 논리적 사고와 의사결정, 감정의 발생, 행동

성과 부정적 감성, 그리고 중깁적

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이 외부자극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감성은 개인의 내부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같은
상황에 감정이 일반적인 느낌인데 비하여 감성은 개
인적 느낌이다.

감성으로 분류할수 있다.
-긍정적 감성: 예쁘다, 마음에 든다.
좋다, 상쾌하다, 멋있다. 등
-부정적 감성: 싫다. 불쾌하다, 밉다
등
-중립적 감성: 그렇고 그렇다와 같
은 것

감성인식기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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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주제 :설문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1단계.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을 알아봅시다.
① 조사하는 목적과 내용을 정한다. ②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를 정한다.
③ 질문내용을 정한다.

④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역할을 정한다.

2단계.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① 설문조사를 하는 단체나 개인을 밝힙니다.
②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을 밝히는 글을 씁니다.
③ 설문조사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④ 설문에 응해 준 사람의 나이, 성별, 사는 지역, 작업 등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정리할 때에 참고한다.
⑤ 응답한 정보는 비밀로 하고 연구에만 사용하는 것임을 밝힌다.(개인정보보호)
안녕하세요? 저희는 OO초등학교 0학년 O반 어린이들입니다. 저희들은 00시간에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연구자료로 만 사용되고 비
밀로 처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대답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
습니다.

3단계. 설문지로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예절
① 설문지를 나누어 드릴 때에는 조사목적을 말한다.
② 공손한 태도로 조사한다.
③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온라인 조사를 할 때는 미리 먼저 말씀 드리고 질문 설문지
를 보낸다.

4단계. 설문조사 결과 정리, 해석하기
① 각 항목별로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파악한다.
② 표, 문장, 그래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 결과를 나타낸다.
③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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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주제 : 감성관련 주요 용어를 알아봅시다.
√ 감성콘텐츠: 콘텐츠와 사용자 간의 감성 소통을 통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이
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오감 디자인: 마케팅의 초점이 ‘소
비자의 눈을 사로잡는 시대’에서 ‘소비자의 오감을 파고드는 시대’로 확대됨에 따
라,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을 디자인에 포함시킨다.

√ 감성 문화 콘텐츠 기술: 인간의 감성 요소를 인지, 분석, 조합, 생성하여 감
성적 반응과 교감이 가능한 콘텐츠를 창작, 표현, 전달,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총체적 기술을 의미한다.

√ 감성 피드백: 감성을 시각화시키고 훈련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통하여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듯이 감성 피드백 훈련
을 통하여 감성의 민감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감성 인터랙션 기술: 사용자 감성과 교감하고 사용자의 감성을 콘텐츠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표현하고 전송하여 감성 교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터랙션
기술이다.

√ 감성 콘텐츠 제작 기술: 사용자의 감성을 인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
츠를 파악한 후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지식 엔진을 통해 검색, 생
성, 변환하는 기술로써 콘텐츠의 기능성 평가 결과를 새로운 콘텐츠 설계에 피
드백 시키는 콘텐츠 제작 기술이다

직업
이야기

음악 코디네이터

‘디자인’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대개는 제품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오를 텐데, 때와 장소에 맞는 음악을 선곡해 주는 직업을
음악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음악코디네이터는 카페, 편의점 등등의 매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홈쇼핑의 배경음악 선곡, 라디오 프로그램, 행사장 등등의 음악을 성공해주는
작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죠. 편하고
듣기 좋은 음악만이 아닌 매출에도 영향이 있는 하는지 음악을 잘 성공해야 한답니다.
카페베네나 스타 벅스의 경우에는 배경음악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음악CD나 방송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감성인식기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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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성 디렉터의 행복 프
로젝트 발표회
학습목표
▪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
으로 해결할 수 있다.
▪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만들고
의견을 사용하여 발표할 수 있다.
▪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알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에 관심을 갖고
설계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동영상, 시상에 따른 상장
[학생] 학생용교재, 발표자료

학습구조
단계
도입

전개
정리

내용
행복프로젝트 발표회 준
비하기
•모둠별 발표하기
• 발표에 따른 우수상, 우수
분야 시상하기
•Do Dream! 진로알기
정리 및 평가

평가계획
연
번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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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발표회에 모둠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모둠별 결과물을 창
의적인 방법으로 발
표하는가?
미래 직업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을 알고
관심을 갖는가?

감성공학전문가

시기

방법

수업
중

관찰
평가

수업
중

관찰
평가

수업
후

관찰
/학
습지

배움전략
자기주
도

□ 관찰 □ 추론 ☑ 조작 □ 요약
□ 토론 ☑ 발표 □ 기타

타자주
도

□ 설명 □ 시범 □ 연습 ☑ 발문
□ 단서 ☑ 매체 □ 기타

▪이 수업은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하여 발표하는 과정이다. 모둠별,
개인별로 스스로 제작하고, 발표방법을 구성하는 자기주도 전
략이 요구된다.
▪타자 주도는 교사가 미래 직업에 대한 시청각 자료의 매체
투입과, 설명, 발문을 통한 마지막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전략
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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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회 하기
•각 모둠에서 미션 부문별 발표
회를 실시하기
-25쪽은 친구들의 발표회를 보면
서 모둠별 작품에 대해 기록하는
학습지이다. 나중에 점수를 줄
때 사용도 가능하다.
-발표가 끝나면 관람자들은 모둠
책상에 있는 별점을 준다.
• 발표회가 끝나면 심사위원장
과 위원들이 모여서 부문별 수상
자를 결정하기
- 전체 수상은 담임교사가 하
고, 부문별 수상자를 심사위원들
이 정한다.
<수업TIP>
※ 국제 영화제 같은 신제품 발
표회

<생각 모으기>
▣ 감성디렉터의 행복 프로젝트 발표회 준비
•각 모둠별 미션 해결 발표 준비
•시사회 평점을 위한 학생 1인당 5개의 별점(스
티커)과 모둠별 점수판 배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 각 모둠별 1명씩 정
해서 시상 부문 영역을 정하기
<수업TIP>
- 최고의 상은 별점 총점으로 하며, 나머지 부문
별 시상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정하되
시상까지 비밀 유지한다.

국제 영화제에서는 후보 영화들을 상
영하고, 평점을 매기며, 부문별 시상한
다. 이 발표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만
든 감성제품들을 발표하고, 장점을 찾
아주는 것이다. 이에 미션 해결 신제
품의 이름을 시사회전 미리 받아 게시
하고, 시사회에서는 IT 기기 신제품 발
표처럼 프리젠테이션을 한 후 관람객
들의 별점을 가지고서 평점을 매긴다.
발표가 끝나고서는 영화 시상식처럼
다양한 부문에 시상을 한다. 최대한
영화 시상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
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를 통해서
모두가 발표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
록 하며, 이 수업은 발표회에 대한 긍
정적인 감성을 입히는 또 하나의 전략
이라는 것을 수업이 끝나면 이야기 한
다. 이런 다양한 시상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준다. 예) 노벨상과 이그노벨
상, 아카데미시상식과 골든 래즈베리
시상식 등

감성인식기술전문가

87

▣ 프로젝트 시상식하기
• 각 부문별 시상, 우수작 시상
하기
▣ 활동 소감 나누기
• 이제까지의 활동을 통해서 여
러분은 감정과 감성의 차이를 알
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자신이 가진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
교실에 맞는 음악과, 나만의 실
내화를 만들기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과 감성인식기술전문가의 마
인드 리딩의 단계에 공통점은 무
엇이 있을까요
• 그동안 내가 한 활동과 전문
가을 보고 학습을 정리하며 학습
지에 마무리 해보도록 합니다.
•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느낀
점 혹은 어려운 점을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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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감성인식 기술 상상해
보기
• 다양한 감성과 만난 기술의
예를 보고 나 혹은 주변 사람들
에게 필요한 감성인식기술이 담
긴 제품 상상해 보기
• 학습지에 글이나 그림으로 표
현 해보기
<수업TIP>
- 27쪽의 학습지은 프로젝트의
학습활동 전에 제시하여 살펴
보면 학생의 사고 화동을 촉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에 미
리 살펴볼 수 있고, 정리하는데
다시 사용 할수 있다.

<에필로그>
▣ 감성과 기술이 만나서 이루어진 기술 알아보기
-기술과 감정이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지만 사람이 중요하
기에 기술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져야 하
기 때문이다.
-기술은 결국 인간의 감성을 충족시켜주고, 행복
을 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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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ream!
• 미래의 직업으로서 감성인식
기술전문가의 전문가의 자질 알
아보기
-감성인식기술

전문가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
가?
-감성ICT를 보거나 느껴본 적
있는가?
• 감성인식기술전문가의 인터뷰
영상 보기
-감성인식기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감성인식기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
력해야 할 일들과 생활 속 실천
해야 할 일들 다짐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 감성분석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우
선 감정과 감성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감정과 감성은 일상에서 자
주 사용되기에 성인이 구별하기에
도 쉽지 않다. 하지만 감정은 감각
자극, 두뇌(정보처리, 판단과정)으
통해 감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
반적인 느낌이지만 감성은 개인의
내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적
인 느낌이다. 초등학생들의 단계에
서는 이를 설명하기보다는 직접적
인 활동을 통해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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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의 주제는 학생들에게 맞는 주제로 변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감성을 찾아보고, 분류해보며, 긍
정적인 감성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느껴 보는 것이다. 이에 스스로 감성인식 과정을 터
득하도록 안내한다.
• 활동 후 친구들과의 이야기 나누기를 나와 타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의 상황에 따
른 감성과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타인의 감정과 감성
을 존중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에 모둠협력 활동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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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성인식 전문가가 하는 일
감성인식기술전문가는 인간의 감성을 인지하여 반응하는 감성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주로 감성ICT 기
술을 연구·개발·응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 사람의 감성을 연구하는 하여 감성 ICT 기술을 연구, 개발 응용하는 일을
합니다.
‣ 인간의 정보가 전달되고, 처리되는 전 과정을 연구하고, 정리합니다.
‣ 인간의 다양한 감성들을 분석하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합니다.
‣ 감성 인식 신호의 결과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리 능력을
개발합니다.
‣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처리 과정을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 인간 중심적
환경 조성, 감성 제품을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3) Do Dream
감성인식 전문가와의 가상 인터뷰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중
요성, 직업의 어려운 점, 노력해야 할 점 등을 생각해 봅시다.
￭ 감성인식기술 전문가와의 가상 인터뷰-역할놀이

Q. 감성인식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A. 감성인식 전문가는 인간의 감성을 이용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자율신경계 활동에 의해 나타난 다양한 신
호를 분석하고 맥박, 피부 온도 변화등을 측정해 감성신호를 추출하
지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한 사람의 감성이 어떤 상태
이지 추론합니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앞으로 범죄 방지부터,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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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성인식기술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A.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생체공학, 심리학 등의 학문을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 센서를 인지하는 기술과 관련된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등을
비롯해, 이를 처리하고 피드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정보통신공
학, 전산학 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인간공학, 감성공학, 의공학 등도 관련
이 높은 전공입니다.
IT 기기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컴퓨터공학에 관한 공부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부는 인문학적 소양이랍니다. 인간심리학, 인간의 관점 및
행동, 인간의 감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이 일은 특히 감성을 분석하는 어려
운 작업이기에 집중력과 끈기, 추리력, 민감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
양한 독서를 통한 인간에 대한 경험도 쌓고,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해 사람들
의 감성에 대한 공감능력, 민감한 관찰력,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Q. 감성인식기술 전문가가 하는 일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나요?
A. 감성인식기술의 중요한 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 이예요. 이전까
지는 편리한 생활에 다양한 정보기기들이 필요해고 사용되다 IT 기술에 인
간의 마음에 부작용이 생겨났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의 마
음을 연구하는 것이죠. 이 직업은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비중
을 두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직업입
니다. 이에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인간의 행복 지수를 높여준다는 일 매력
적이지요?

Q. 감성인식기술 전문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사람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디지털화, 기술성, 편의성 등
도 중요하지만,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도전해도 좋
을 겁니다. 감성인식 기술은 스스로를 비롯한 전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간 중심 기술입니다. 따라서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4) QR 코드로 링크를 연결하여 알아보기
￭ 동영상 보기

◘

유투브 잡매거진

- 신 직업을 찾아라.
https://goo.gl/1Wpx5n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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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을 마치며
활동 중에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하여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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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1) IT에 감성을 더한다면? 감성 ICT이야기
스타벅스나 커피빈, 할리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소비자들의 기호의 맞는 커피를 주
문하게 되는데, 아메리카노, 라테, 카푸치노 등 커피에 따라 커피 잔도 다르게 나온다. 뜨거
운 커피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아메리카노의 머그잔, 카푸치노는 거품의 맛을 즐기기 위해
넓은 커피잔 같이 커피에 따라 커피잔도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이 커피를 소비하면서 소비자
들이 경험하게 되는 감성을 차별화하기 위해 커피 잔의 모양이 다르다. 감성을 이용한 제품
이 IT에도 적용되는 것 즉, 감성ICT란 인간의 감성을 센싱해 이를 데이터화 하고, 다양한 IT
기기에서 활용하는 기술로 미래에 각광받을 핵심 분야로 손꼽히고 있는 분야이다.

(출처:

http://colt532.tistory.com/59)

2) 채널 IT( 감성과 IT 융합 관련 동영상)
영화 AI처럼 인간과 감성을 요구하는 로봇처럼 인간의 감성을 IT를 이용한 기술들을 안내하
는 동영상입니다. ( 출처: https://goo.gl/4IvHYR)
3)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기술기술에 감성을 접목한 '감성 ICT'의 모든 것
늦은 밤, 한적한 골목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한 여자. 그리고 낯선 발자국이 그녀의 뒤를 바
짝 쫓는다. 여성은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지만 아무런 방도가 없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해코지
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성은 최대한 차분히 발걸음을 옮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
차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여성의 행동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경찰이 나타나서 그녀를
구한 것이다.
이 여성은 어떻게 경찰에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여성의 불안한
감정을 통해 위험상태를 인지하고 경찰에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는 속옷형 보디가드장치가 있
었기 때문이다. 아직 개발 중인 이 장치는 머지않아 상용화돼 사람들의 안전을 증진시킬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 자동으로 채널이 바뀌는 TV 등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이 ‘감성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합니다. (출처: http://goo.gl/qO7sgP)
4) 미래의 직업 3위 감성인식기술전문가를 인터뷰하다(출처:http://goo.gl/7EF5kK)
감성인식기술은 이처럼 인간의 감성을 이용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사람
의 자율신경계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생체신호를 분석하고 맥박·피부온도 변화 등을 측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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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신호를 추출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한 사람의 감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거꾸
로 추론한다. 평상·이완과 같은 긍정적인 감성부터 불쾌·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성까지 최대
200개까지 분류한다. 국내에선 손목에 감성인식센서를 착용하면 연결된 스마트폰에 착용자의
감성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기술 등이 개발된 상태지만 아직 실제로 상용화된 사례는 없다.
이스라엘과 같은 해외에서는 상용화가 이뤄지는 추세다.
“감성인식기술 전문가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 ‘핫’한 직업이다. 인간의 감성을 중심으로 연
구하는 기술이라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처음에는 감성인식기술전
문가가 무엇인지도, 감성과 감성의 차이도 잘 알지 못했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일시적인
슬픔·기쁨과 같은 감성과 다른 감성을 이해하게 됐다. 범죄 방지처럼 꼭 필요한 분야부터, 그
날 자신의 감성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는 취미까지 적용할 분야가 많다는 사실도 흥미로웠
다. 우리가 성인이 될 때쯤엔 많이 상용화 됐을 거라 생각한다.”
5) 감성과학(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cid=44418&categoryId=44418)
■ 감성과학(感性科學, the science of emotion &sensibility, affective science)이란?
인간의 정서와 감성을 연구하는 과학(科學, science)으로서 감성의 유발·인식·행동 등에 관한
제반 원리를 규명하고 활용하는 학문이다. 또한 환경자극에 따른 심리, 생리, 행동적 반응을
포함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감성유발, 감성인식, 감성경험, 감성행동
등에 대한 법칙을 규명하며, 이 결과들을 환경이나 제품 등에 적용하여 인간에게 보다 편리
하고, 심미적이고, 안락하며, 쾌적하게 개발하려는 연구 분야이다.
감성과학은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 체계상 다음과 같이 5가지 소분류로 구성된다.
①

감성측정/평가/이론(感性測定/評價/理論,

affective

measurement/affective

evaluation/affect theory): 감성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감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론을 연구한다.
② 감성심리/생리(感性心理/生理, affective psychophysiology): 외부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감
성적 반응에 관한 심리 및 생리학적 연구 분야이다.
③ 감성디자인/콘텐츠(感性-/-, affective design/contents): 인간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디자인을 개발하며, 감성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 분야이다.
④ 감성융합(感性融合, affective convergence):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로보틱스 등
공학적 측면 및 문화, 사회, 예술 등 감성과 관련된 다학제 간의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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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성의류/산업/환경(感性衣類/産業/環境, sensible textiles and apparel):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류, 제품, 주거, 환경 등을 구현하는 연구 분
야이다.
한편, 감성공학(感性工學)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감각이나 지각으로 인해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감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를 제품이나 환경설계
에 응용해 편리하고 안전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하는 학문이다. 감성공학은
학제적인 특성상 인문사회과학(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공학(工學, engineering), 의
학(醫學, medicine; medical science)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다. 감성공학의 기술체계는
크게 감성공학 기반 기술과 감성제품 기술로 구분된다. 감성공학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기술
로는 감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감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감성요소 기술과 이렇
게 형성된 감성공학기술과 연계해 직접 응용될 수 있는 제품설계 기술로 대비된다. 한국에서
도 1992년 G7 후보 과제로 감성공학이 선정되었으며, 1992년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특성
화 사업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 감성과학의 핵심 기술
감성과학에서 4대 핵심기술은 감성측정/평가, 감성추론/인지, 감성 인터랙션, 감성 콘텐츠 제
작이며 분야별 세부 연구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감성측정/평가
① 사용자의 개인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감성 콘텐츠의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② 생체 인식 기술 및 생체신호 측정기술 개발을 통한 감성 측정·평가 기술
③ 오감 정밀 처리 기술·복합 센싱 기술 기반 오감 융합 기술
④ 다중감각 매니지먼트를 이용한 감성 측정·분석 기술
2) 감성추론/인지
① 다양한 개인성향의 사용자 적응형 감성 인지기술
② 생체신호 기반 개인성향 분석지표 및 감성 추론엔진 모델링 기술
③ 감성표준화 및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한 감성 추론·인지 기술
④ 인간 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3) 감성 인터랙션
① 생체신호 및 고감도 오감 센서 기반 감성 표현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② 감성추론 기반 양방향 감성변환 프로토콜 설계 및 전송
③

생체신호

측정기반

사용자-콘텐츠

Machine/Computer Interface)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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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성 콘텐츠 제작
① 감성 콘텐츠의 기능성 평가결과를 피드백시킴으로써 진보된 콘텐츠 설계·제작 기술
② 인위적 환경의 제시자극에 의한 감성유발 및 감성 정량화 분석·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및 인공 감성 엔진 기술
③ 감성기반 마케팅·고객관계관리 및 디스플레이 기술
■ 주요 용어 및 관련 직업군
1) 주요 용어
• 감성: 기존 정의와 새로운 정의를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정의 1: 감성이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야
기되는 고도의 심리적인 체험으로 쾌적감, 고급감, 불쾌감, 불편함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다.
② 기존 정의 2: 감성이란 감각기관(시각 등)을 통해 정보(자극)를 받아들여(인식, input), 인
식과정을 거쳐(처리; processing) 신체(감각기관)를 통해 표현 (표출, output)하는 것으로서
‘감성(affect)=감정(emotion)+감성(sensibility)’으로 표현된다.
③ 새로운 정의: 물리적/화학적/언어적 등 다양한 내적, 외적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으로부
터 인간의 내면에 유발되는 개인적인 변화를 느끼고 반응하는 능력을 뜻하는 말이다.
• 감성 콘텐츠: 콘텐츠와 사용자 간의 감성 소통을 통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이해하고 적절
하게 반응하는 콘텐츠를 뜻한다.
• 감성기술: 일반적 정의는 ‘감성측정’, ‘추론·인지’, ‘융합·표현’, ‘전송·재현’ 등의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정서 상태를 파악, 제어, 혹은 유도할 수 있는 융·복합 기술을 의미한다.
① 콘텐츠 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감성기술의 정의는 감성 콘텐츠가 사용자의 감성을 이해하
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② 콘텐츠 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감성기술은 감성측정/평가, 감성추론/인지, 감성 인터랙션,
감성 콘텐츠 제작 등 4대 핵심 분야로 분류된다.
• 감성공학(感性工學): 인간의 감성을 정량, 정성적으로 측정하고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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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제품이나 환경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며, 안전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① 사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 철학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필요불가
결한 요소 기술이다.
②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미지나 감성을 구체적인 제품설계로 실현해 내는 공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③ 감성공학의 연구영역은 인간과 기계 또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인간
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로써 전체 시스템의 효율과 편이성, 쾌적함
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④ 감성공학의 핵심기술은 인간공학 기술, 오감 센서 기술, 마이크로 가공기술, 산업디자인
기술, 가상현실 기술로 구성된다.
• 감성문화콘텐츠 기술: 인간의 감성요소를 인지, 분석, 조합, 생성하여 감성적 반응과 교감
이 가능한 콘텐츠를 창작, 표현, 전달,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체적 기술을 의미한다.
2) 관련 직업군
• 다양한 기능성 게임 분야(교수, 연구원, 사업가, 프로그래머 등)
• 에듀테인먼트 분야(교수, 연구원, 교육사업가, 프로그래머 등)
• 다양한 영상/드라마/뉴미디어/광고 분야(교수, 연구원, 미디어사업가, 프로그래머 등)
• 가상현실 분야(교수, 연구원, 건축가, 프로그래머 등)
• 창작/공연/전시 분야(교수, 연구원, 공연 기획, 사업가 등)
• 산업디자인 분야(교수, 다양한 산업 및 제품 디자이너 등)
• 융복합 분야(교수, 연구원, 사업가 등)
• 문화서비스 분야(교수, 연구원, 사업가 등)
• 감성마케팅 분야(교수, 연구원, 사업가 등)
• 감성의류/건축/환경 분야(교수, 연구원, 사업가 등)
• 감성치료공학 분야(교수, 의사, 치료사, 연구원, 사업가 등)
• 감성심리/생리 분야(교수, 연구원, 사업가 등)
• 감성측정/평가 분야(교수, 연구원, 감성측정장비 관련 사업가, 프로그래머 등)
• 감성추론/인지 분야(교수, 연구원, 감성측정장비 관련 사업가, 프로그래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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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인터랙션 분야(교수, 연구원, 감성 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가, 프로그래머 등)
• 감성콘텐츠 제작 분야(교수, 연구원, 감성 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가, 프로그래머 등)
• 감성 ICT 산업 분야(교수, 연구원, 감성 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가, 프로그래머 등)
• 감성조명 분야(교수, 연구원, 주거 및 도시환경 설계, 실내디자이너 등)
6) 소통 능력을 훈련시키는 애플리케이션 '룩앳미' 와 사진의 얼굴로 보는 감정인식 앱 레알
감정인식 (Mind scan)앱과 자폐스펫트럼 장애로 인한 가장 어려움은 타인의 감정을 읽자폐
스펙트럼장애(이하 ‘자폐’)로 인한 어려움 중 가장 큰 게 타인과의 소통 문제인데요. 사회성
형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이 소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따뜻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룩앳미(Look At Me)’가 탄생함.
7) 마음을 디자인하는 기술 '감성ICT' 전성시대 임박
감성ICT는 인간의 감성을 자동 인지하고, 사용 상황에 맞게 감성정보를 처리해 사용자 감성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터치스크린, 촉각 센싱 등 감성을 자극하는 기술
및 뇌파, 맥파 등 생체인식 등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인지·처리하는 기술이 융합된 산업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실감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의 터치감 및 편리성은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킨 대표적인 감성 융합 사례다. 다른
예로 색상, 소리 등으로 감성 상태를 나타내는 모바일폰, 졸음을 인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자
동차, 영상에 비친 인물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수상한 사람 여부를 파악하는 CCTV, 시
청자가 생각만으로 채널이나 볼륨을 조작할 수 있는 TV 등도 얼마든지 상용화될 수 있다.
8) 사용자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의 출현
(출처: http://ictstory.com/752 글 | 이해룡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터치스크린의 다양한 메뉴를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기존의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는 점차 사
용자의 다차원 입력(실시간 표정인지, 음성, 자세, 상황 등)을 통해 사용자의 복합 감성정보를
인지하고, 이들 실시간 감성정보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자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제
공할 수 있는 감성정보 연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44개의 얼굴 근육 움직임과 그 조합을 바탕으로 두려움, 화남, 기쁨, 역겨움, 슬픔
과 놀람의 6가지 기본 감정 분류를 통해 사람의 감성을 측정하는 감성 표정 부호화시스템인
EMFACS(Emotion Facial Action Coding System) 기반으로 표정 특징 추출 및 매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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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 포즈 변화 적응형 표정 특징 기반 시각인식 기술, 사용자 표정 정보 결정요소 추출,
동적 연관성 분석, 상황별 패턴화 기술, 표정 및 상황기반 인지데이터 시멘틱 관계 분석 기술
등의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진행 중이다.
기존의 시각과 청각만을 기반으로 했던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은 근육 움직임으로부터 손동작
이나 움직임을 인식하는 촉각센서의 적용을 통한 촉각 응용 서비스와 더불어, 매우 강한 기
억과 연상 메커니즘을 제공해 감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기쁨, 즐거움 등의 부가적인 감성의
증강 효과(Augmented Effect)를 제공하는 후각 발향장치를 이용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후각 발향장치는 향의 정보를 분석하여 실제와 유사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PC 주변기기 및 멀티미디어 기기로 인터넷과 게임을 즐기면서 향을 맡을 수 있고 방송 · 영
화 등을 감상하면서 장면에 맞는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PC, 향기치료, 자동차, 엔터테인먼
트(영화 · 방송 · 멀티미디어 등), 휴대전화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2014년 7월 영국
의 한 쇼핑몰에서는 쇼핑객들에게 세탁비누의 향을 직접 분사하여 제품의 구매욕을 상승시킬
수 있는 Bespoke사의 인간 감각 상호작용 디지털 사이니지(Multisensory Digital Signage)를
선보였다.

9) 오감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미래기술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인식하고 분석해 행복, 화, 슬픔, 놀라움의 감정상태와 성별도 알아낸다.
컴퓨터와 사람, 표정만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산업 응용 공학기술 분야에서 유명한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는 세빗(CeBIT)
2008에서 '자동 안면인식 탐지기'를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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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안면을 분석해 감정의 상태를 알아낸다)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77370
10) 인간의 복잡한 감성까지 지닌 로봇은 가능한가? (출처: http://goo.gl/k6rzgr)
국내에서 개봉되는 일본 영화 ‘히노키오’에는 주인 대
신 학교에 다니는 로봇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영화
에서 소년은 히노키오의 몸을 빌려 자신의 감정을 속
이고 사랑을 느끼기도 한다. 과연 실제 로봇도 사랑
에 빠지고 자신의 속내를 토로하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세살배기 두뇌 능력을 배운다 로봇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관장하는 부분은 바로 인공지능. 1956년 처음
등장한 인공지능은 과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학습과 몇 가지 인식 기술을 제외하고 한동안
큰 진척이 없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관계된 두뇌의 기능에서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출
생 직후부터 세 살까지 아이의 두뇌 발달에 주목한다.
출생 직후 성인 뇌의 25% 정도인 350g에 불과한 아이 뇌는 1년 이내 1000g 정도로 급격히
발달한다. 세 살이 될 때까지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골고루 발달하는데 이
때 두뇌발달의 기초가 되는 기본 능력을 습득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장병탁 교수는 “연상 작용에 의한 기억이나 유추, 경험이 바탕이 된 독
창성 같은 복합적 사고와 학습 능력이 발달하는 세 살배기 아이의 두뇌를 모방하는 것이 과
제”라고 설명한다.
극중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히노키오. 사람이 원격조종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행동으
로 고스란히 드러낸다. 인공지능 연구자들 사이에는 인지과학과 신경생물학을 이용해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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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고와 감정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연구가 한창이다.

실리콘 임파서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인공지능연구소가 1999년 개발한 ‘키즈멧
(Kismet)’은 지금까지의 로봇 가운데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읽고 반응한다.
현재까지 기술로 로봇이 감각센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 유형은 기쁨, 슬픔, 놀
람, 공포, 화남, 무감각 등 크게 6가지. 로봇이 시각센서를 통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
는지 95%까지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이다. 피부의 전기 저항, 땀, 체온을 측정하는 촉각센서로
는 약 80%까지 알아맞힐 수 있다.
하지만 로봇이 사람 표정을 본 후 대응하는 수준은 초기 단계다. 6가지 유형 외에 비웃음 같
은 미묘한 표정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또 6가지 유형을 인식했다 해도 이에 대한 반응
은 사람을 단순히 흉내 내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슬픈 얼굴을 보면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웃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주인’의 마음을 풀어준다는 것.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

학과 양현승 교수는 “시뮬레이션과 인지모델을 이용해 대표적인 감정 유형에 반응을 할 수는
있으나 사랑을 느끼거나 거짓말을 하는 중간 단계의 감정은 아직 모델로 만들지 못하고 있
다”고 말한다.
일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지금의 실리콘 반도체 기술만으로는 감성이 풍부한 로봇의 등장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기억과 학습, 감정 유발은 사람 몸속의 수많은 신경세포 간 협동에 의해 이뤄지는 데 반해
실리콘 반도체로 구성된 컴퓨터는 정해진 자원(계산능력과 기억용량)만을 이용한다는 것.
수십억 개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DNA)처럼 복합적인 정보 처리 및 저장 기능을
가진 분자 컴퓨터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영국의 과학저널 ‘네이처’도
3월 23일자 특집호에서 분자컴퓨터가 2020년까지 실용화된다고 전망했다.

102

감성공학전문가

2015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11) 감성공학-감성의 갭을 없애라(출처: http://goo.gl/pPTMQd)

일본이 대표적 주류업체 아사이는 캔맥주의 뚜껑 모
양을 바꾸었다.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들과 장기간의
연구를 거쳤는데 이 작업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가장
맛있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
럼 인간의 감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제품 설계에 담
으려는 ‘감성공학’이 산업계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
12) "감성 로봇의 시대 온다"…미술관에서 탄생한 로봇들
(출처: http://goo.gl/nJZnA2)
현실에서도 사람의 감성과 소통할 수 있는 로봇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19일 서울 장충동 SK 타작마당에서 '하트봇(HEART BOT :
Hnadcraft Electronic Art Bot)' 미니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의 이름은 예술과 공학이 결합
된 로봇이라는 뜻과 함께 심장, 즉 감성이 있는 로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날 전시된 로봇들은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주변 인물들의 목소리와 동작에 반응해
움직였다.
13) 사람 표정만 보면 ‘감정’ 알아챈다
(출처: 최필식 기자 | 2014년 5월 1일 http://techholic.co.kr/archives/16141)
미국 얼굴인식기술 업체인 이모션트(Emotient)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구글글라스(Google Glass)용 응용 프로그램 베타버전을 발표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응용 프로그램은 상대방의 기쁨이나 슬픔, 분노, 공포, 혐오 같은 감정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다.
이모션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연구원인 마리안 바레트
(Marian Bartlett)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아파하는 사람을 표정만 보고 사실
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85% 정확도로 간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고안한 방법은 진짜와 가짜 표정은 관련 뇌 경로가 다르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
다. 진짜 표정은 뇌간과 척수에 의해 거의 반사적으로 생성된다. 반면 가짜 표정은 더 의식적
으로 사고를 한다. 대뇌 피질 운동 영역이 관여한다는 것. 그 결과 태어나는 미묘한 차이를
컴퓨터의 눈이라면 인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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