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물 번호 DD18120003

- “이 교재는 2018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1. ‘스마트팜 디자이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합인재육성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 학생들은 실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SW기술‧공학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성취감과 기술공학의 유용성, 도전의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은 농촌문제 해결이라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접하게 되지만, 문제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련 정보들을 제공받고 모둠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프로그램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 필요한 관련 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며 실제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평생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 관심과 흥미, 적성과 진로, 언어와 문화 배경 등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모둠 안에서 역할을 정하고, 모둠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창의
적 산출물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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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arm 현미경

3-4. 스마트팜 디자이너

5-6. 스마트팜 제작

7-8. 나도 농촌문제 해결사

1~2차시. Farm 현미경
(농촌 들여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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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 Farm 현미경
(농촌 들여다 보기)
통계를 분석하여 농촌의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다.
농촌의 사회문제 해결 방향을 탐색하고, 첨단 기술의 적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칼, 커팅매트, 딱풀

1. 플래시카드를 이용해 농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사용 방법 : 플래시 카드를 잘라 반으로 접어서 사용합니다.)

[농촌 문제 들여다보고 발견하기]

찾아낸 문제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농촌 문제 들여다보고 발견하기]

찾아낸 문제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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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문제 들여다보고 발견하기]

찾아낸 문제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농촌 문제 들여다보고 발견하기]

찾아낸 문제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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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플래시카드를 이용해, 앞에 카드를 통해 발견한 문제들을 정리해보세요.
(사용 방법 : 플래시 카드를 잘라 반으로 접어서 사용합니다.)

농촌 문제 사례 1
관찰 : 폭염에 닭들이 죽어 나간다.
Why? : 닭은 땀샘이 없고 체온이 41.7도
로 높아서 고온에는 스트레스를 받음.

[문제정의]

농촌 문제 사례 2
관찰 : 먹고 남은 모이와 물로 인해 사육
장 바닥이 더러워져 악취가 난다.
Why? : 닭은 배가 부르면 모이와 물로
장난을 친다.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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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문제 사례 3
관찰 : 소는 암컷, 수컷이 뿔을 가지는데,
뿔이 자라지 못하게 잘라 버린다.
Why? : 서로 들이받다가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서 뿔을 잘라준다. 뿔을 자르
면 소도 스트레스! 소는 한 번 경험한 것
을 잘 기억한다.

[문제정의]

농촌 문제 사례 4
관찰 : 소에게 볏짚과 사료를 섞어서 일정한
양과 시간 간격으로 준다.
Why? : 소마다 성장속도에 맞게 일정한
양의 먹이를 먹여야 한다.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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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문제 사례 5
관찰 : 돼지 꼬리를 자른다.
Why? : 무엇인가를 무는 습성이 있어서
다른 돼지의 꼬리를 물어서 상처를 준다.

[문제정의]

농촌 문제 사례 6
관찰 : 양계장 곳곳에서 닭이 낳은 달걀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Why? : 닭들이 양계장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는다.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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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문제 사례 7
관찰 : 어렵게 재배한 작물이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훼손되었다.
Why? : 먹이가 부족한 산짐승들이 울타
리가 없는 농가에 내려와 먹이를 구한다.

[문제정의]

농촌 문제 사례 8
관찰 : 돼지를 사육해서 110kg정도에 팔아
야 하는데, 수 천 마리 돼지의 무게를 매일
측정할 수 없다.
Why? : 무게측정기에 돼지를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것이 힘들다.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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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지 (본 활동지는 A3용지에 확대 복사하여 사용 할 것)

발견한 문제

문제정의

긁기

스트레스

소꼬리

소꼬리를 대신

자동으로

소가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인식해서

할 수

긁기가 필요

동작해야 함

있어야 함

문제해결
아이디어

1. 구상한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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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에 사용된 단어를
적는다.
예) 소꼬리, 스트레스, 긁기

문제의 원인과 윗 단계 단어를 결합
하여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예) 긁기 + 소꼬리가 짧다.

3~4차시.

스마트 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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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스마트 팜 디자이너
농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팜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블록코딩 명령어를 이해하고 입력, 출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습1 :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공급하라.

1단계 : 스마트 팜 킷 구성하기
( 필요한 부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입력)
펌프

DC

출력

모터

P0 : 토양 수분 센서

M2

M1

A

A

Smart Farm KIT

M2
B

M2
B

서보출력

입력

S1/S2/S3

P0/P1/P2

2단계 : 어떻게 동작할지 예측해 보세요.

3단계 : 동작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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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M1A : 펌프 모터

2.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설계과정
모둠에서 도출한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문제해결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적는다. (최종 산출물)

문제해결 후
원하는 모습
(결과물)

입력장치

처리과정

작성요령 :
- 입력장치에는 센서와 같이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적는다.
- 출력장치에는 모터, 소리, 빛등과 같이 실제로 동작하는 장치나 방법을 적는다.
- 처리과정에는 최종산출물의 동작방법을 설명한다.

산출물
설계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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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장치

Micro:bit 사용하기 매뉴얼
1.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Micro:bit 사용하기
❶ 접속정보 : 크롬브라우저 실행 후 주소창에 pxt.io 입력 ➜ micro:bit 선택 ➜ 코딩창 나타남.

❷ micro:bit 코딩창

❸ micro:bit 코딩창 설명
- 1번 : 프로그래밍 후 결과를 시뮬레이터로 보여주는 창
- 2번 : 명령어 블록
- 3번 : 명령어 입력창
-

: 프로그래밍 한 프로그램을 micro:bit에 다운로드
할 때 사용함.

16

2. 실습1 : LED에 현재 온도 표시하기
1번째 방법

1번 누르고 정수출력➜2번 누르고 온도센서 가져와 끼움

2번째 방법

2번 누르고 버튼A누르면 실행 ➜ 1번 누르고 정수출력➜2
번 누르고 온도센서 가져와 끼움

3번째 방법

1번 누르고 정수출력➜2번 누르고 온도센서 가져와 끼움
➜ 1번 누르고 일시중지 가져와 5000으로 바꿈

프로그래밍이 끝나면, 파일명을 TEMP(임의로 이름을 넣으면 됨)로 넣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파일이 하나 나타남.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고, 폴더 열기를 누름.

폴더 열기를 누르면, 우측창에 작성한 파일이 선택되어 있다. 이 파일을 끌어다가 왼쪽 창에 있는 MICROBIT에 넣는다.
만약 왼쪽창에 MICROBIT가 나타나지 않으면, USB케이블로 MICROBIT를 연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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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행 결과]

프로그램 실행 결과, LED창에 현재의 온도가 표시된다.
3가지 방법을 다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 전원을 켜면 바로 온도가 표시된다.
- 5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온도가 표시된다.
- A버튼을 누를 때 마다 바로 현재의 온도를 표시해 준다.

3. 실습2 : 수분센서로 수분의 양 측정하기
❶ 스마트 팜 키트 : 하드웨어 연결하기

(입력)
펌프

DC

출력

모터

P0 : 토양 수분 센서

M2

M1

A

A

M2

M2

Smart Farm KIT

B

B

입력

서보출력

P0/P1/P2

S1/S2/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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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M1A : 펌프 모터

❷ micro:bit 코딩창

전원을 넣으면 무조건 이 명령어가 먼저 실행된다.
LED표시창에 smartfarm이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 아날로그 입력(P0)에 토양수분 센서가 연결되어 있음.
- 물기가 없으면 값이 “1”이므로 만약 물기가 없다면 펌프
모터를 5초간 가동하라는 뜻.
- 아니면서 토양 수분센서의 값이 100보다 작으면, 이 명
령어는 수분이 1/3정도 있다면 물을 1초간 뿌려주라는
명령어.
- 만약 수분센서의 값이 100이상이면 수분이 많다는 것이
므로 모터를 작동시키지 말라는 명렁어.

- 버튼 A를 누르면 현재 토양 수분센서의 값이 얼마인지
를 확인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할 때 모터를 어느 정
도 가동시킬지를 확인 후 프로그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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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행 결과]

20

농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n 설명 : 여름철에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
기 위해, 지붕 위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춰 줍니다.
스프링클러 영상 (QR코드)

n 설명 : 여름철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축사 실내에 커다란 환풍기를 설
치합니다. 환풍기는 실내에 머무른 열기
를 밖으로 내보내고 공기를 순환시킵니
다.

대형 환풍기 (QR코드)

n 설명 : 축사 내부에 안개같이 작은 물방
울들을 뿌리는 장치입니다. 작은 물방울
들이 먼지와 만나 땅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사 안에 공기가 맑아집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지하수를 뿌려서 온도
를 낮추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뿌려

냉온안개분무기 (QR코드)

서 실내 습도와 온도를 높여줍니다.

n 설명 : 농약을 뿌리는 드론입니다. 가뭄
이 들어 물을 뿌려야 할 때는 농약을 담
는 통에 물을 넣어서 넓은 밭에 물을 주
기도 합니다.
방제용 드론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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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시. 스마트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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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시 : Smart Farm 제작
정보통신기술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용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블록코딩 명령어를 사용하여 스마트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 제작에 필요한 재료(종이, 색연필, 풀, 칼, 클레이 등), 필기도구

1. 최종 산출물 발표 양식
(최종 산출물에 대한 포스터 발표 양식입니다. A3 사이즈로 모둠별로 제공 됩니다. )
가. 발견한 문제 ➜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나. 창의적 설계 ➜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다. 산출물 설명
최종 발표 후 수정, 보완한 내용 작성하기
(피드백이 반영된 내용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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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t 통신관련 프로그램 예제
1. 통신관련 프로그램 예제 : 자동 급이기 만들기
❶ 스마트 팜 키트 : 하드웨어 연결하기

(입력)
P0 : 위치, 초음파, 적
외선 센서 중 택1
펌프

DC

출력

모터

(출력)

M2

M1

A

A

Smart Farm KIT

M2
B

M2
B

서보출력

입력

S1/S2/S3

P0/P1/P2

❷ micro:bit 코딩창
[송신측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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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 서보출력
S2 : 서보출력

무선통신을 위한 절차이다. 그룹은 송신-수신측에서 연결
되기 위한 코드로 이 숫자만 맞추면 통신이 된다.
강도설정은 “7”로 고정한다.

- 아날로그 입력(P0)에 사료통 감지센서 연결되어 있음.
- 먹이가 없으면, 라디오 전송 번호 “1”을 송신한다.
- 사료통으로 중앙에서 먹이를 보내오면, 감지센서(P1)이
감지한 후, 사료통으로 먹이가 들어가도록 서보모터를
열어준다.
- 일단, 원격지에 있는 중앙사료통으로 신호를 보내면 받
아서 먹이가 들어오고 이를 감지한 후, 사료가 제공된다.

- 버튼 A를 누르면 현재 먹이감지 센서의 값을 얼마
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할 때 모터를
어느 정도 가동시킬지를 확인 후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수신측 : 중앙 사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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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을 넣으면 무조건 이 명령어가 먼저 실행된다.
주고 받는 송수신 그룹은 “1”번이다.
receive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값 “0”을 부여함.

- 송신측에서 보내온 전송번호를 수신하는 명령어이다.
- 송신측에서 보낸 숫자를 received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 이 값으로 수신측에서는 제어를 시작한다.

- 먼저 received 값에 따른 제어를 한다.
- 초기값은 “0”이므로 서보모터의 값이 170이다. 이
값은 중앙 사료통이 닫혀 있음을 의미한다.
- 송신측에서 먹이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오면, 서보2
를 제어하여 10도까지 움직이다. 이는 사료통을 완
전히 연다는 것을 의미한다.
- 5초가 열었다가 다시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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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차시.

나도 농촌문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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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농촌문제 해결사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를 토대로 농촌관련 직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

1. 농촌 관련 미래 직업탐색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촌,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촌관련 직업을 탐색하고 하는 일을 알아
볼까요?

작성법 : 점선 원안에는 농촌관련 미래의 직업을 적고, 이 직업에서 하는 일을 찾아서 적어봅니다. ➜ 바
깥쪽 나뭇잎에는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지식 등을 적어봅니다.

필요한
기술? 지식?

하는일
미래의 직업

미래에 있었으면 하는 농촌관련 직업? (내가 찾아낸 미래의 직업)

친환경 농법 : 아쿠아포닉스

아쿠아 포닉스 농법은 연못이나 논에 물고기를 키우고 그 물을 식물을 기르는데 사용하는
농업 방식이다. 이는 자연 순환형 농법으로 재조명받아 이를 활용해 농사를 짓는 농가가 등장
하고 있다. 현대에는 온실이나 물탱크 또는 연못에 물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키우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일반 수경재배는 물에 영양분을 희석하여 식물 뿌리에 공급하지만 아쿠아 포닉스 농법은
일반 수경재배와는 다르게, 물고기의 배설물과 잉여 양분을 식물의 영양원으로 삼는다.
이 농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
1. 물고기 사육 시설
2. 물고기가 사는 물속의 미생물이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질산염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
3. 사육 시설에 있는 물을 식물들이 있는 시설로 보내는 펌핑 기술
4. 식물에 의해 정화된 물을 다시 사육 시설로 순환시키는 펌핑 기술
아쿠아 포닉스 농법에서 기르는 물고기는 민물새우, 잉어, 메기, 틸라피아 등이고, 재배되는
식물은 주로 과채류, 잎채소, 허브류이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서 마케팅적인 면에서 선호되고 있으나, 기존 채소 재배 이외에
물고기 양식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고, 해당 농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거
나 각 단계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가 상당한 만큼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농법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적 재배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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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관련 동영상 자료
1~2차시

출처 : 고령화 사회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8063
(01:32)

3~4차시

출처 : 자동 급수 화분
https://youtu.be/uLsghNLjTMw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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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시

출처 : 자동 급이기 화분
https://youtu.be/ZxhSftsmND8

7~8차시

출처 :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미래 사회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언급
하는 이유
: https://youtu.be/7YkbOs29Fb0

출처 : 아쿠아포닉스 영상
https://youtu.be/Gy06NqjTo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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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물공장 소개 영상
https://youtu.be/7Ma6PUdmRas

출처 :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개
발자
https://youtu.be/Pj03EQcS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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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 제어 시스템 개발자
1. 직업 소개
- 동영상 자료 : https://youtu.be/Pj03EQcSvDc
2. 검색어
# 스마트팜 전문가, 스마트팜 개발자,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개발자
3. 하는 일
① 재배환경의 최적제어, 작업의 자동화 및 노동력 절약,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
농장시스템 개발.
②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개발자는 재배 환경에 필요한 온도 습도 일조량 등을 제어하는
센서 기술과 난방 및 급수, 영양공급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직업이다.

4. 필요한 지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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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연계 미래 직업 :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개발자
재배환경에 필요한 온도, 습도, 일조량, 영양공급 등을 제어하는 센서 기술과 난방 및 급
수, 영양공급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직업. 이를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와 솔루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역할도 함. 미래사회에서
스마트기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클라우드 서비스, 빅 데이터 활용, QR ․ RFID 코드, 증
강현실, 가상스토어, 헬스 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으로 이를 농
업에 활용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함.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농촌은 고령화되어 노동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기술을 농업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계공학계열의 전문적 지식을 함께 겸비해서, 숨겨진 농촌의 문
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기술자가 나온다면 우리 농촌과 도시
는 더욱 풍요롭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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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미래 직업의 커리어 패스(진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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