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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택배 시스템 설계

1. 주제 개요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 혁명 이후 디
지털 혁명이라 부를 만큼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무선통신, 로봇 등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 예로 얼마 전부터 무인 정찰기, 드론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
봇 공학 기술(드론)과 무선 통신 기술, GPS 기술 등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찬반 주장이 뜨
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때의 각종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고, 개인 정
보 침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위험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은 물건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한 드론 전문가, 드론의 현재 위
치와 목적지를 실시간으로 오차 없이 파악하여 계획된 경로에 따라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하
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드론과 위성, 각종 서버 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시스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도미노피자의 도미노콥터 등을 필두로 하는 무인 택배
시스템을 주제로 융합 인재 교육(STEAM)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전문가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표-1]과 같이 4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을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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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차시별 학습 주제 및 내용

차시

학습주제

학습내용

무인 택배
1

시스템 이해

◦ 무인 택배 시스템 상황 제시

상황제시

및 아이디어

◦ 무인 택배 시스템 이해 (사례, 관련 이슈, 장단점 토의)

설계

2

로봇(드론)

◦ 모둠 구성 및 역할 정하기

창의적

전문가 체험

◦ 드론의 주행 원리 이해

활동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기능 요소 추출 (명목집단법)

설계

3
창의적
설계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

무인 택배
4
감성적
체험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무인 택배 시스템 제도 시행을 위한 제안 사항 정리
◦ 계획 및 설계 (내용 토의, 통합 정리)
◦ 모둠별 결과물 제작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 SWOT Matrix 분석)

◦ 모둠별 발표 (평가 및 질의응답)
◦ 커리어 패스 (제프 배저스)
◦ 소감문 작성 (직업군에 대한 소감)
◦ 활동 평가 (전문가 학습, 모둠활동, 자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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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시 단계에서는 『Beyond the amazon(아마존을 넘어서)』라는 프로젝트 구성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물류 유통 회사에서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한 TF팀의
구성원이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안내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토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공유
합니다.
창의적 설계 단계는 2~3차시로 진행됩니다. 2차시에는 드론의 구성 및 주행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한 후 무인 택배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추출합니다. 학교 상황
에 따라서 부록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는 컵드론 제작 및 주행 체험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
니다. 컵드론 주행 체험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드론의 파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
애물이 없는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3차시에는 1차시에서 수행한 무인 택배 시스템 관
련 장단점을 정리한 내용과 2차시에서 추출한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요소들을 바탕으로 무인
택배 시스템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분석, 필요한 제도적 내용 등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습니
다. 이후 모둠별로 창의적인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아이디어 제안
서 제작 시 모둠별로 기존의 내용과 차별화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모든 구
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제작한 아이디어 제안서를 발표하며 상호 평가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모둠에서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평가 결과 발표를 한 후 이와 관련한 커리어 패스를 함께 공유하고 소감문
을 작성하는 것으로 4차시 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드론의 동작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능 요소를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을 위한 창의적인 기능을 제시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정보 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상상한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 소양, 능력,
태도를 기른다.

- 모둠별 과제 학습을 통하여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소양 및 태도를 기른다.
-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진로 탐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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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과목 요소
S(과학)

T(기술․가정)

▷ 드론의 동작 원리 알아보기 – 드론이 이동해야 할 방향에 따라 4개
의 프로펠러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 토의하기 – 드론과 관련한 각종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토의한다.

▷ 데이터 송수신의 원리 알아보기 – 데이터의 전송 및 오류 확인 방법에
E(정보, 지리)

대하여 알아본다.

▷ GPS 원리 알아보기 – 위성을 이용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를 알아
본다.

A(정보,
기술․가정)

▷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항 알아보기 -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토의한다.

▷ 무인 택배에 필요한 기능을 아이디어 제안서로 표현하기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사의 ‘Beyond the amazon(아마존을 넘어서)’ 프로젝트
물류 유통 회사인 ‘◇◇’사의 기획실장은 해외 유명 유통 물류 업체가 앞 다투어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활용한 택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곧
바로 임원 회의를 열어 디지털 세계에서의 물류 업계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
외의 사례를 통해 국내 유통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공감을 얻었다.
결국, ‘◇◇’사는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TF팀(전담대책반)을 구성
하기로 하였다.

‘Beyond the amazon’ 프로젝트는 ‘구매 직후 30분 안에 반경 16km내에 있는 구매
자에게 배송을 완료한다.’라고 홍보하는 아마존을 넘어설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무인택배 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한다.
택배를 운반하기 위한 드론의 기능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GPS, 통신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드론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제안해 본다.

- 1차시 중 상황제시 단계에서 무인 택배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드론의 활용
과 관련한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활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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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 모둠별로 무인 택배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간단한 형태의 아이디어 제안서로 제작하여
발표하고 상호 평가할 것임을 알고, 이를 위한 모둠 구성 및 모둠 내 역할을 정하고 아이
디어를 설계한다.

-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공학적 탐구로써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기술 전문가(로
봇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통신기술 전문가) 중 로봇 전문가의 역할과 관련 있는
드론 제작 및 주행 체험 활동을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모둠별로 창의적인 생각이 담
긴 무인 택배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한다.

○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모둠별 아이디어 발표회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배저스의 커리어 패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활동에
대해 평가하며 활동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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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과목

정보, 기술

총차시

3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단원

[기술․가정] 4. 미래 기술과 사회
[과학] 2-1. 정보통신과 신소재
[한국지리] 6. 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교육과정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정보_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
정보사회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 전파, 보호하고, 역기능에 대처
하여 올바른 정보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정보_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원리, 운영 체제의 원리와 기능, 네트워크의 이해를 통해 정보기
기를 직접 다루고 조작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기술․ 가정_미래 기술과 사회 ]
핵심 기술의 현재와 미래 동향을 파악하고, 다방면에 걸친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며 미
래 융합적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과학_2-(1) 정보통신과 신소재 ]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휴대전화,
광통신 등 첨단 정보 전달기기를 통하여 정보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지리_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
다양한 지역 구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 조사 및 지리 자료의 활용 능력을 키운다.
지역 구분의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나라를 여러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심 지역에
대한 지역 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 필요한 지역 정보를 얻으며, 수집된 지역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지리 정보 처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를 설계할 수 있다.
2. 무인 택배 시스템과 관련 있는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다.
3.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등의 직업기초능력을 기를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연구 상황 알아보기
- 무인 택배 시스템관련 동영상 및 기사를 소개한다. ‣교사용 참고자료 1 ~ 5
<상황 제시>
(1/4차시)

무인 택배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분야 탐색
- 로봇(드론)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통신
기술 전문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본 수업
에서는 로봇(드론) 전문가 체험 활동을 할 것임을
알려준다.

도미노콥터

프라임에어

동영상

동영상

파켓콥터

JTBC뉴스

동영상

동영상

시스템 이해
(50분)

ⓔ 자료 탐색 및 아이디어 정리하기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자료 탐색을 하고, 기사 및 동영

상 자료를 정리한다.
-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하여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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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 모둠 구성하기
(2/4차시)

‣교사용 참고자료 6 ~ 8

- 모둠을 4명 내외로 구성한 후 역할 분담을 한다.
- 모둠 내 역할은 대표, 활동 내용 기록, 자료 검색 및 정리,

모둠 구성 및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을 기초로 분담하며, 자신의 역할

역할 분담,

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함께 하는 활

관련 전문가

동에서 자신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안내한다.

활동 안내

- 모둠별로 설계할 시스템 구성도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10분)

정리한다.
- 무인택배 시스템과 관련 있는 국내 정보 관련 시스템 전

문가의 직업 생활에 대하여 정리한다.
드론의 주행 원
리 이해(20분)

ⓢⓣⓐ 드론의 주행 원리 이해하기
- 로봇 전문가 학습 활동으로 드론의 동작(비행)

원리를 알아보고, 활동지에 정리한다.
무인 택배 시스
템

기능

요소

추출(20분)

ⓢⓣⓔ 아이디어 판넬 예시 및 표현 기능 선정하기
- 모둠별로 설계한 드론에 필요한 주요 부품들을

생각해보고 정리한다.
-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에 앞서

필요한 기능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정리한
내용을 SWOT 기법으로 분석해 본다.
<창의적 설계> ⓢⓣ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 및 기능 요소들을
(3/4차시)

‣교사용 참고자료 9 ~ 11

바탕으로 법률 정비 등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토의한다.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안 내용 ⓔⓐ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아이디어 제안서 제작
토의(30분)
- 모둠별로 무인 택배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필수
기능을 정리하고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한다.
무인 택배 시스

- 제안서에는 1)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템 아이디어 제

선행 작업, 2)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 관련 창의적인

안서 제작

기능 아이디어 제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20분)

- 배부 받은 종이에 자유로운 형태로 모둠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들을 표현하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 모둠별 결과물 발표회
(4/4차시)

‣교사용 참고자료 12 ~ 15

- 모둠별 발표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 각 모둠은 다른 모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지를 작성

결과물 발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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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패스
제공 및 활동

- 모든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자신이 속한 모둠 구성원

에 대하여 동료 평가(ALU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50분)
○ 커리어패스 제공하기
- 아마존닷컴 CEO인 제프 베저스 관련 동영상을 보여

준다.
- 관련 성장 경로 모델을 제공한다.
○ 소감문 작성하기
- 활동 소감문을 작성한다.
○ 활동 정리
- 디지털 시대에서 IT 기술의 결합(융합)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활동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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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감성적
체험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창의적
설계

문제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우수(A)

보통(B)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무인 택배 시스템에 필요
한 기능 요소들을 정확하
고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함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
들을 모두 정확하게 해결
함
제작한 아이디어 제안
서에 모든 내용이 명확
하게 표현되어 있음

미흡(C)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으나 끈기가 부족함

있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가 부족함

끈기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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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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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무인 택배 시스템에 필요
한 기능 요소들을 도출하
였으나, 상관관계가 부족함

무인 택배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일부 누락시킴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
들을 모두 해결하였으나,
일부 과정이 잘못됨
제작한 아아디어 제안서에
구성요소는 모두 있으나,
전체적인 조화가 부족함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들
중 일부를 해결하지 못함
제작한 아이디어 제안서에 일
부 구성 요소가 누락되어 있
음

총평

▢ 수행․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 다른 팀의 아이디어 평가
구분
A

강점

L

약점

U

특성

조

주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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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산출물
도출

총평

◇ 전문가 학습 활동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전문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5 – 4 – 3 – 2 – 1

2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겨났다.

5 – 4 – 3 – 2 – 1

3

전문가 학습 과정에 관련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모둠 활동 1 – 모둠 구성원 평가
번호
1

문 항

응 답

모둠 구성원A 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 / 아니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

2

모둠 구성원B 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 / 아니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

◇ 모둠 활동 2 – 다른 모둠 결과물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1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 되었다.

5 – 4 – 3 – 2 – 1

2

2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 되었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 활동]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무인 택배 시스템 전문가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2

무인 택배 시스템 전문가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다.

5 – 4 – 3 – 2 – 1

3

무인 택배 시스템 전문가 발표물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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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 내용

교사용 지도자료 - 1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기술·가정 (3. 기술혁신과 세계, 4. 미래 기술과 사회)
차시

강의, 토의

1/4

학습

무인 택배 시스템의 개념과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목표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융합
요소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정보통신 기술 파악하기
ⓣ: 무인 택배 시스템이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 파악하기
ⓔ: 정보 과학 분야의 신기술을 파악하기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수업 자료

소요

및 유의점

시간

○『Beyond the amazon』프로젝트 상황 제시
- 아마존사의 프라임에서(구매 직후 30분 안에 반경
16km 내의 구매자에게 배송 완료)를 넘어설 수 있는

5분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을 위한 TF팀에 참여하는 가
상의 상황을 제시한다.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연구 상황
- 드론 및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동영상 및 기사를 보
상황
제시

여준다.

교재,

Tip1> 드론에 대한 내용을 이미 접한 학생들이 일부 있으므

10분

활동지

로 교사의 강의식 설명 보다는 동영상을 이용한 사례
제시가 학생들의 이해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Tip2> 학생들의 이해가 되었다면 참고 동영상 모두를 제시하지
않고, 핵심 부분만 함께 보며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분야 탐색 ⓢ
- 무인 택배 시스템 구현을 위해 로봇(드론) 전문가, 지
리정보시스템 전문가, 통신기술 전문가 등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각 전문가 집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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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본 수업에서는 로봇(드론) 전문가 체험 활동을 할 것
임을 이야기하고 활동 내용을 알려준다.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이슈 알아보기 ⓣ
- 효율성, 위험성, 개인정보침해 등 무인 택배 시스템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제시한 후 학생들이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며 공
유하는 형태로 토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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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1

수업 상황 제시

- 상황 제시 글 : ‘◇◇’사의 ‘Beyond the amazon(아마존을 넘어서)’ 프로젝트
◇◇사의 ‘Beyond the amazon(아마존을 넘어서)’ 프로젝트
물류 유통 회사인 ‘◇◇’사의 기획실장은 해외 유명 유통 물류 업체가 앞 다투어 무
인 항공기인 드론을 활용한 택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곧바로
임원 회의를 열어 디지털 세계에서의 물류 업계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외의 사
례를 통해 국내 유통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공감을 얻었다. 결국, ‘◇

◇’사는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TF팀(전담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하
였다.

‘Beyond the amazon’ 프로젝트는 ‘구매 직후 30분 안에 반경 16km내에 있는 구매자
에게 배송을 완료한다.’라고 홍보하는 아마존을 넘어설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무인
택배 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한다.
택배를 운반하기 위한 드론의 기능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GPS, 통신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드론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제안해 본다.
- 학생 모두가 프로젝트를 위한 TF팀의 전문가로서 효율적인 무인 택배 시스템의 기능 아
이디어를 제안하는 판넬 설계를 목표로 3차시 동안 수업이 진행됨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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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인 택배 시스템 연구 사례 제시

○ 무인 택배 시스템이란?
택배 배송 인력을 드론이 대체하거나, 당사자 없이도 택배물의 수령 및 발송이 가능한
택배 물품 운송 체계

○ 관련 기사 및 동영상을 통해 현재 무인 택배 시스템 연구 사례를 제시한다.
- 기사 : 국민일보 ‘[배달의 진화] 고객님, 주문하신 택배, 드론으로 날립니다.’
각국 대형 유통업체가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최근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 드론 택배 계획을 발표했고, 독일 물류업체
DHL은 드론을 이용한 시험 배송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도미노피자 영국법인은 이들보다 6
개월 앞서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들 말고도 미국 UPS
와 페덱스, 중국 SF익스프레스 등 각국 유력 물류업체가 드론 이용 가능성에 주목해온 것
으로 알려졌다. 남들보다 더 빨리 배달하려는 유통업계의 생리가 택배 방식의 진화를 도모
하고 있는 셈이다. 아마존은 드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언제 뭘 살지 예측해 배송을
미리 시작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국민일보 2014.02.15.

도미노피자 도미노콥터

아마존 프라임 에어

DHL 파켓콥터

http://goo.gl/fKWpFj

http://goo.gl/MFrPnm

http://goo.gl/KArA63

- 동영상 : JTBC뉴스 ‘소형 무인기로 택배 배달’ : http://goo.gl/zFgl5j

http://goo.gl/pSZLbA

http://goo.gl/mtwl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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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 분야 소개

- 무인 택배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인 로봇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
가, 통신기술 전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한다.
- 본 수업에서는 로봇(드론)전문가에 대한 활동이 진행될 것임을 알려준다.
<전문가별 역할>
전문가

로봇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주요 역할

드론의 작동 원리 및 활용 분야를 확인하여 택배 배송에 필요한 기능
정리 및 드론의 외형 설계 등을 담당한다.
GPS, 전자지도의 개념 및 활용 분야를 확인하여 드론의 GPS 위치정
보와 전자지도상의 목적지까지의 직선 경료를 비교 확인하는 기능을
설계한다.
공동 주택에 부착한 송신기와 드론에 부착한 센서 사이의 신호 교환

통신기술 전문가

을 통한 배송 위치 결정, 드론의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를 위한 관제
센터와 드론간의 통신 기능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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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안내 자료>

∙로봇(드론) 전문가
1. 직업 소개 : 인공지능, 로봇설계의 원리와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 의료, 해저탐사 및
실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1) : 로봇의 구성요소를 연구·개발하고 하나의 단일체로 조립, 제작하거나, 용
접로봇 등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시스템 설비를 설치하고 운용하
며 정비하고 수리함. 최적의 방법으로 공장의 생산설비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최신제조기술,
자동화기술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전기, 전자, 기계장치를 자동화하는 설비를 연구·개발하
기도 함.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탐구정신, 호기심, 창의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 판단력, 자동제어나 전자회

적성

로, 로봇 설계 등에 대한 지식과 응용 능력, 다른 전문가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
만한 대인관계 능력과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

관련
학과
자격

진출
분야

기계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기전공학(메카트로닉스), 로봇공학과 등
관련 국가자격은 없음. 민간자격: 제어 로봇 시스템학회에서 주관하는 로봇기술 자격증
(1~4급) 등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소 등에 채용 되거나 산업용 로봇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로
봇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책임자로 진출하거나 군대나 방위업체에서 로봇을 군대와 접목시
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4. 직업전망2)
장차 자동차와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와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봇산업육성을 위한 국책 과제들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로봇
연구원이 포함된 기계공학기술자에 대한 일자리전망과 고용안정성은 다소 높다.
또한 기계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로봇연구원이 포함된 기계공학기술자들은 끊임없이 새로
운 전문기술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개발가능성 수준이 높고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발전가능성 및 직업전문성도 높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4권)’]

1) 커리어넷(http://goo.gl/n8sRYp)
2) 커리어넷(http://goo.gl/mFy6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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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1. 직업 소개 :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란 컴퓨터를 이용
해 작성한 지리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
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이다.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 : 지리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이나 설계를 수행함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적성

내용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등을 하므로 꼼꼼한 성격, 논리적
사고력과 지리공간을 다루기 위한 공간지각력 등

관련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공학과, 지리정보공학과, 도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지구과학과,

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이 외에도 GIS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산업기사),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등

진출

지리정보연구기관, 지도제작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시스템개발전문업체, 국책연구기

분야

관 등

4. 직업전망
GIS시스템의 활용범위는 토지·자원·환경·도시·해양·수산·군사·교통·통신·상하수도 등 각 산
업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서비스의 확대로 우리생활
에 친숙한 부동산, 관광, 생활편익시설 등의 안내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집중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급성
장으로 지리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향후 지리정보서비스의 확
대와 더불어 지리정보시스템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각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영정보시스템, 공급망관리시스템 등 각종시스템에도 지리정보시
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의 활용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에서도 3차에 걸쳐 국가 GIS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GIS기반 전자정부 실현, 지리정보서비
스를 통한 삶의 질제고 등을 목표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 생활 곳곳에서 스마트폰 확대, 증강현실의 기술 발달, 소셜 네트워크 성장, 클
라우딩 컴퓨팅 보편화 등으로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확
대되고 있어 이 분야 전문기술을 가진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의 수요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
다.
[출처 : 워크넷 발간자료 ‘정보통신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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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술 전문가
1. 직업 소개 : 통신기술과 통신망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 : 통신망의 병목현상 해소, 통화 완료율 향상, 기존망 효율 극대화 등을 위해
통신망의 구조를 진단하고 분석한다. 또한 통신망의 수요를 예측하며 통신망의 품질향상 등
을 위해 통신망을 설계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차세대 교환기술 및 지능망서비스 등에 대
해서도 연구하고 개발한다.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적성
관련
학과

내용
꼼꼼한 성격, 분석적 사고력, 추리력 등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정보통신공학과, 전파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전기정보통신공학과, 정보과학과, 정보통신과, 소프트웨
어공학과, 산업공학과 등
-국가기술자격: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
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전자산업기

자격

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외국자격 : CCNA, CCNP, CCIE, MCP, MCSE 등

진출
분야

통신기술개발자와 통신망관련기술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업체, 통
신엔지니어링회사, 컴퓨터네트워크업체, 방송국,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 통신설비
제조업체, 정보통신관련 연구소등

4. 직업 전망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통신기술, 통신망이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스
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고속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동통신분야에서 기
술의 혁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 기술개발과 관련한 고급 전문인력 수
요는 계속될 것이다. 통신망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무선통신기술이 필요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신망관련기술자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통신
망 등 통신망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 분야이므로 통신망의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 인
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일자리에 있어 단지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되는 등
인력의 대체 현상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가에 부정적인요소는 있으나 새로운 통신기술이 개
발되고 이를 개발, 유지하기 위한 고급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워크넷 발간자료 ‘정보통신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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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및 업체 관련 정보 제시

- 학생들이 무인 택배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링크 형
태로 제공한다.
[드론 기반의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정보]
(가) 동영상 자료
- YTN뉴스 ‘구글 8번째 로봇 회사 인수...무인 택배 추진’ : http://goo.gl/KiIGoI
- JTBC뉴스 ‘소형 무인기로 택배 배달’ : http://goo.gl/q2QMDk
- KTV뉴스‘현실로 다가온 '무인 택배서비스’ : http://goo.gl/5tpw1v
- YTN science ‘상상이 현실이 된 무인택배기술’ :

http://goo.gl/ZPX7r9

(나) 신문 기사
- MK뉴스 ‘드론으로 피자·책 배달…대기관측도 척척’ : http://goo.gl/Kuhi1c
- 조선비즈 ‘피자부터 구호품까지… 미니 '드론(drone·무인비행기)'으로 어디든 배달’:
http://goo.gl/qfoond
- tech & beyond ‘무인차-무인택배 전쟁이 무인차 앞당긴다 :
http://goo.gl/vj6VMt
- 동아사이언스 ‘드론이 딸기 어떻게 배달하나 봤더니..’ : http://goo.gl/Gcuqx4

(다) 웹 문서
- ‘물류발 제3산업혁명 “로봇이 몰려온다” : http://goo.gl/dFz1V3
- 아마존의 드론 택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 http://goo.gl/m08pqk

[국내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정보]
(가) 동영상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동영상 : http://goo.gl/QwqEqA
- 공공디자인 전시회 동영상 : http://goo.gl/XnbjNx
(나) 웹 사이트
- Lock : http://goo.gl/xMTfXQ
- posber : http://goo.gl/TmZIiQ
- magicube : http://goo.gl/DEmd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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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관련 자료]
(가) 동영상
-서울TV ‘미 헬기와 트럭 합체한 신개념 드론 시험중’ : http://goo.gl/pHA3ih
(나) 신문 기사
-The ScienceTimes ‘육해공을 감시하는 무인자율정찰로봇’ : http://goo.gl/8JUF27
(다) 웹 문서
- 에어 드론 : http://goo.gl/veVazp
-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조성배 ‘차세대 로봇을 위한 지능기술 및 연구사례’:
http://goo.gl/OAxH52

5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쟁점 소개 및 정리

-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 등 주요 쟁점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효율성 : 트럭 배송보다 친환경적,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오지도 배송 가능, 드론을
이용한 30분 배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큰 이익, 물류 구조의 혁신, 명절,
연말 등 택배 증가로 인한 물류 대란 방지 등
2) 문제점 : 택배 무게 및 배송 거리의 제약, 드론에 대한 해킹 또는 드론 탈취 및 악용,
항공기 또는 날짐승 등과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사생활 침해, 무
인 택배 배송을 사칭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
- 위 예시를 토대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의하며 관련 쟁점을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설계 전에 고려할 사항을 폭넓게 이해할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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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2차시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교과
(단원)

기술·가정 (3. 기술혁신과 세계, 4. 미래 기술과 사회)
과학 (2-1. 정보통신과 신소재)
한국지리 (지역 조사와 지리정보 처리)

수업
형태
학습
목표

차시

협동학습, 제작 및 체험 활동

2~3/4

드론의 프로펠러 회전에 따른 주행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드론의 주요 부품과 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무인 택배 시스템의 기능요소를 추출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정보통신 기술 분석하기

융합

ⓣ: 프로펠러의 회전력에 따른 드론의 동작 원리 파악하기

요소

ⓢ: 무인 택배 시스템의 기능 요소 추출하기
ⓔ: 정보 과학 분야의 신기술들 융합하기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

수업 자료

소요

및 유의점

시간

○ 모둠 구성하기
- 모둠별로 작성해야 할 결과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모둠 구성 및 역할 분담을 한다.

10분

- 모둠 구성은 4명 내외가 적당하며 모둠의 리더를 선
정한 후 활동 내용 기록 정리, 아이디어 제안서 제작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학생들을 배치한다.
창의적
설계

○ 로봇(드론) 전문가 역할에 따른 전문가 학습 ⓢⓣⓐ
- 비행체에서 프로펠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 드론 샘플을 함께 보며 프로펠러가 몇 개 있으며,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에 따라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예측해 본다.

교재,
활동지,
컵드론
완성품
(교사용)

- 프로펠러 회전 형태에 따라 드론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활동지를 완성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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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 부록활동에 제시된 컵드론의 주행을 위해 필요한 모터
및 각종 센서에 대해 소개하고 역할을 설명한다.
○ 무인 택배 시스템 기능 요소 추출 ⓢⓣⓔ
-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도 예시 자료를 보며 드론 및
전체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요소를 모둠별로 추출하
고 정리한다.
- 무인 택배 시스템과 관련하여 소개된 전문가 분야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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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6

모둠 구성 안내

- 프로젝트를 위한 TF팀 구성을 위해 4명 내외로 모둠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 모둠 구성은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교사가 임의 배정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둠을 구성할 수도 있다. 다만, 모둠 구성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 모둠의 대표를 선정하고 자료 검색 및 정리, 아이디어 제안서 제작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한다.
* 모둠 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활동을 같이 진행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임을 강조한다.
- 각 모둠별로 팀 이름을 결정하고 활동지에 팀 이름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작성하도록 안내
한다.

7

로봇(드론) 전문가 활동 – 드론의 동작 원리 알아보기

1. 프로펠러 회전에 따른 드론의 주행 원리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은 4개의 DC모터와 프로펠러로 구성되며, 이 프로펠러의 회전력과 회전
방향에 의해 드론의 동작이 달라진다.

쿼드콥터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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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과 M3, M2와 M4는 각각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M1, M3와 M2, M4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 M1 ~ M4가 같은 속도로 회전할 경우 : 속도가 올라가면 상승하고, 속도가 내려가면
하강한다.
● M3의 속도만 올라가면 드론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전진한다. 반대로 M1의 속도
만 올라가면 뒤로 기울어져서 후진한다.
● M2의 속도만 올라가면 드론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M4의 속도만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M1과 M4의 속도만 동일하게 증가시키면 드론의 뒤쪽이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오른쪽
으로 회전한다. 반대로 M2와 M3의 속도만 동일하게 증가시키면 왼쪽으로 회전한다.

2. 수업에 사용하는 컵(CUP)드론의 모터구성과 프로펠러 회전방향

그림 출처 : http://goo.gl/qHDRq5

◇ 모터가 6개인 드론은 헥사드론이라고 하며 쿼드콥터 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배터리 용량이
커서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다. 헥사드론은 주로 영상촬영이나 산불 감시 등에 사용된다.
아래 그림은 헥사드론의 프로펠러 방향이다.

그림 출처 : http://cafe.naver.com/open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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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에 사용하는 모터 :
미니급의

드론에는

DC모터(Blush

Motor

:

브러쉬

모터)가

사용되고,

기체가

커지면

BLDC(Blushless DC Motor : 브러쉬리스 모터)가 사용된다.

DC 모터

BLDC 모터
그림 출처 : www.aliexpress.com

컵드론에는 DC 모터가 사용되는데

DC모터는 저가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전압이나 전류를

이용해 회전수를 쉽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Blush 마찰로 인한 마모로 인해 수명이 7시간정
도이다. BLDC 는 마모하는 브러쉬가 없어서 제어는 여렵지만 수명이 길고 출력이 높아서 중
형 및 대형드론에 사용된다.

4. 드론에 사용하는 센서들
일반적으로 드론의 컨트롤 보드에는 3축 가속도센서, 3축 자이로 센서, 지자계센서, 기압센서
등이 사용된다.
센서

역할

3축 가속도센서

드론 움직임의 속도증가를 X축, Y축, Z축으로 감지한다.

3축 자이로 센서

X축, Y축, Z축으로 수평, 수직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지자계센서
기압센서

동서남북을 센싱해서 드론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미세한 높이의 변화를 감지해서 드론의 높낮이 제어에 사용된다.

현재 컵드론에서는 3축 가속도센와 3축 자이로 센서가 결합된 센서가 사용된다.

< 3축 가속도 + 3축 자이로 센서 : MPU6050 >
그림 출처 : http://goo.gl/Npx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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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론에 사용되는 DC 모터 제어 방식 (PWM 방식)
DC 모터를 제어하는 방식에는 전압에 비례하게 제어하는 방식(아날로그 방식)과

PWM 방식

(디지털 제어)이 있다.
전압과 비례하게 제어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적으로 전압을 올리면 회전속도가 증가한다. PWM
방식은 디지털 제어방식으로 주파수 즉, 최고 전압이 5V라고 하면 5V와 0V의 주파수 속도에
따라 평균 전압이 달라지는데 그 전압에 따라 회전속도가 다르게 되어 제어하는 방식이다.

PWM 제어 방식
그림 출처 : http://goo.gl/RcLJEr
실제 드론에서는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완성한 뒤에도 센서값을 조정하는 과정(기
체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한다.
수업에 사용되는 컵드론은 Flexbot 어플에서 센서값 조정, 모터 값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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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기능 요소 추출

다음 시스템 구성도 예시를 참고로 하여 무인 택배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 요소들을 생각
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드론의 주행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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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3차시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교과
(단원)

기술·가정 (3. 기술혁신과 세계, 4. 미래 기술과 사회)
과학 (2-1. 정보통신과 신소재)
한국지리 (지역 조사와 지리정보 처리)

수업
형태

차시

협동학습, 제작 및 체험 활동

3/4

학습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다.

목표

무인 택배 시스템의 드론 설계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판넬 제작하기

융합

ⓢ: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정보통신 기술 분석하기

요소

ⓢ: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항 토의하기
ⓔ: 정보 과학 분야의 신기술들 융합하기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수업 자료

소요

및 유의점

시간

교재

30분

○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토의 ⓢⓣ
- 모둠별 토의를 통해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
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할 내용들을 도출한다.
- 1차시와 2차시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무인 택
배 시스템의 장단점,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기능 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
록 한다.
창의적
설계

○ 모둠별 발표물 제작 ⓔⓐ
- 아이디어 회의(명목집단법)를 진행한다.
- 드론을 설계할 때 필요한 센서 및 주요 부품들에 대해
정리해본다.

교재,

- 무인 택배 시스템에 제안할 창의적인 기능을 모둠별로 제안서 작성
논의하여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제안서에는 1)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 2)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 관련 창의적인
기능 아이디어 제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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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20분

Tip> 모둠별로 창의적인 기능 요소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 판넬 제작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들을 충분히 비치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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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토의

1차시에서 무인 택배 시스템의 장단점을, 2차시에서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기능 요소 추출을
하였으며,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모둠별 토의를 진행한다. 모둠별 토의에서는 법령
정비와 같은 사회․제도적 측면, 드론의 기능과 같은 기능적 측면, 전문 인력 양성과 같은 기타 사
항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사회․제도적 측면

기능적 측면

기타 사항

33

10

무인 택배 시스템의 필수 기능 및 조건 정리

- 모둠별 회의를 통해 설계하려는 시스템이 갖춰야할 필수 기능을 생각해보고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무인 택배 시스템이 갖추어야할 기능(예시)>
1) 목적지까지 비행 기능
드론에 부착한 GPS의 위치 정보와 전자지도의 목적지까지 직선거리를 비교하여 비행
2) 공동 주택으로의 배송
공동 주택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가능하도록

3)에어컨

실외기 공간처럼 각 가정의

외부 독립 공간을 드론의 착지 및 택배물 배송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센서 등을 활용)
3) 택배물 배송 및 도착 알림 기능
배송 직후 택배 발송 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및 배송 완료 후 등 배송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SMS메시지, 드론에서 제공하는 음성 안내 등 활용)
4) 연료 및 배터리 효율 개선
드론의 연료 및 배터리 효율 개선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배송을 보장함. (태양
열 에너지, 보조 배터리 등을 활용)
5) 블랙박스 장착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및 배송사고 등의 원인을 추적 가능하도록 드론에 블랙박스 장착.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블랙박스 영상 조회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6)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비상시에 대비하여 드론을 모니터링하거나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7) 운행 안전 기술 향상
항공기 또는 날짐승과의 충돌 방지, 운행 시 소음, GPS 오차 등의 문제점 극복

3) http://goo.gl/rCkO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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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 제작

모둠별 토의를 통해 무인 택배 시스템에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고, 이를 배부
받은 용지에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 때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하도록 안내한다.
-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
-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 관련 창의적인 기능 아이디어 제안

드론의 기능 아이디어 제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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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4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기술·가정 (3. 기술혁신과 세계, 4. 미래 기술과 사회)
발표, 토의

차시

4/4

학습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작하여 발표할 수 있다.

목표

무인 택배 시스템 관련 기술전문가 중 한 분야에 대한 성장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융합
요소

ⓢ: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미래 기술 사회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색하며, 융합적 기술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수업 자료

소요

및 유의점

시간

○ 모둠별 결과물 발표
- 모둠별 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판넬 발표(3분 내외)
활동지

- 발표 평가 및 질의 응답

25분

- 동료 평가(ALU 평가)
○ 커리어패스
감성적
체험

- 아마존 닷컴 CEO 제프 베저스 관련 동영상
- 성장 경로 모델 제공

교과서,
활동지

10분

○ 소감문 및 평가
- 활동에 대한 소감문 작성
-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교과서,
활동지

○ IT 기술의 결합 중요성 정리
- IT 기술의 융합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모든
활동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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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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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택배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서 발표하기

* 시간 관계상 팀당 3분 정도 발표가 적당하며, 모든 학생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팀이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 발표 내용은 테마설명, 전문가별 창의적 부분 설명으로 진행하며, 질의응답 1~2
개 질문을 받는 것이 좋다.
* 평가 방법(ALU 기법)
프로젝트
A

강점

L

약점

U

특성

13

조: _____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reer Path 소개하기

(1) Amazon Dash 동영상 보여주기 (http://goo.gl/4OpDOo)
(2) 기사 및 경력 소개하기
<경력>
-1964년 뉴멕시코주 출생
-1986년 미국 프린스턴대 전자컴퓨터공학과 최우등 졸업
-1986~1988년 하이테크 벤처 피텔(FITEL) 근무
-1990~1994년 헤지펀드회사 디.이.쇼(D.E.Shaw) 부사장
-1994년 7월 아마존닷컴 설립
-1999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선정
-2000년 블루오리진 설립, 우주여행선 프로젝트 진행
<제2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제프

-2013년 워싱턴포스트 인수

베저스` 아마존 CEO.(자료:아마존)>

-현 아마존닷컴 CEO

※ 관련기사
전자신문(그가 게임룰을 바꿨다 제프 베저스 아마존 CEO)
월스트리트 저널(아마존을 움직이는 힘, 제프 베저스는 어떤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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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994 아마존 설립 (별 평점)
2002년 버블 위기 -> 유통망
2007년 킨들 -> 9.99달러 -> 킨들 파이어(199달러, 79불 영화, tv 무제한 등)
2013년 아마존 프라임 -> 프라임 에어(드론)
2013년 워싱턴포스트(WP) 인수(2억 5,000만 달러, 2013.08)
2013년 아마존 Dash 서비스

14

소감문 작성하기

(1) 무인택배 시스템 설계에 관한 결과보고서 및 성찰노트 작성하기
1. 우리 팀이 설계한 무인 택배 시스템을 3줄로 정리해보자.
2. 로봇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통신기술 전문가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3. 무인 택배 시스템에서 자신이 경험한 전문가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가?
4. 팀에서 협업한 활동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가?
5.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부족했던 점을 한 가지 이상씩 작성해보자.

15

정리하기

(1) 구글 무인 로봇 택배 시스템 소개 (http://goo.gl/wr5odi)

(2) 무인 택배 시스템의 도래 및 다양한 시도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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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컵드론 제작

컵드론은 종이컵과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드론의 프레임을 만들고, 소형 보드 및 모터, 배터
리를 연결하여 간단하게 드론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컵드론 제작을 위하여 본 수업 전에 나무젓가락 및 종이컵을 재단하여 빠른 제작 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1) 구성물
① 드론 덮개 : 종이컵을 약 2.8cm 높이로
잘라낸 후 나무젓가락 지지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에 십자(＋) 홈을 만든다.
② 드론 바닥 : 종이컵을 약 1.3cm 높이로
잘라낸 후 배터리 케이블이 나갈 수 있
도록 홈을 만든다.
③ 프로펠러 지지대 : 나무젓가락 2개를
13cm 길이로 각각 자른 후 중앙에 홈
을 만들어 직각으로 겹쳐질 수 있도록
한다. 나무젓가락의 끝은 서로 겹쳐졌을
때 한 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되도록 홈을 만든다.(홈은 프로펠러 연결 모터를 고정
하기 위한 공간이다.)
고무줄을 이용하여 두 나무젓가락이 90도 수직이 되도록 묶는다.

④ 모터 및 프로펠러-1(흰색/빨강 전선) : 모터에 연결된 선의 색이 두 가지이다. 한 나무젓
가락에는 같은 색의 선이 부착되어야 하므로 미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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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터 및 프로펠러-2(파랑/빨강 전선)
⑥ 메인보드 : 4개의 모터가 연결되며, 블루투스 모듈이 부착되어 스마트폰과 연결될 수 있다.
⑦ 배터리 : 드론 바닥 종이컵 내에 고정되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메인보드에 전원을 공
급해주는 역할을 하며, 컴퓨터의 USB 단자와 연결되는 젠더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다.

(2) 컵드론 제작 절차

⇒

① 나무젓가락을 홈에 맞추어 직각으로 연결한

② 나무젓가락의 중앙 연결 부분이 종이컵의 중

후 네 귀퉁이에 모터를 연결한다.(하나의 젓

심에 오도록 홈을 만든다.

가락에 같은 전선 색의 모터가 연결되어야
한다. 모터가 수직이 되도록 꼭 하세요.)

⇒

③ 드론 바닥 종이컵에 배터리를 고정시키고, 연

④ 드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포갠 후 테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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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케이블이 종이컵의 홈을 통해 나가도록

붙여 고정한다. 나무젓가락도 종이컵과 함께

한다.

테이프로 붙여 고정한다.

⇒

⑤ 고무줄로 종이컵에 메인 보드를 고정시킨 후

⑥ 완성된 컵드론의 모습

모터 연결 케이블을 메인 보드와 연결한다.
그림 출처 : http://goo.gl/745t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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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컵드론 주행하기

컵드론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Flexbot’라는 앱을 이용해서 주행시킬 수 있다. 구글
‘Play 스토어’에서 ‘Flexbot’을 찾아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정을 한다.

Flexbot 앱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첫 화면이 나타난다. ‘OK’
를 선택하여 ‘beginner mode’로
설정한다.

오른쪽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컵드론에 블루투스 연결을 하기 위해 ‘Scan’ 버튼을 클릭한다.

블루투스 검색을 통해 컵드론을 찾으면 선택하여 연결한다. 연결이 완료되면 ‘Connected’가 나타난다.

42

옆 화면으로 이동하여 ‘Acc Mode’를 ‘ON’으로 설정하고, 하단의 ‘Calibrate Acc’를 선택한다.

상단의 ‘LOCK’을 선택하면 모터 회전을 잠그고, 하
단의 ‘UNLOCK’을 선택하면 조절레버를 움직여 모
터를 회전시킬 수 있다.

왼쪽 레버는 드론의 상/하를, 오른쪽 레버는 드
론의 좌/우 방향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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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전문가

[고등학교]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성도 제작하기

고등학교
STEAM

지능형교통시스템 설계

1. 주제 개요
최근 산업계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융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은 거의 모
든 분야 간의 융합에 공히 적용되는 핵심기술로써 IT를 이용하여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 전문가는 미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고, 과학, 정보시스템 등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이공계 분야, 특히 정보시스템 영역에 대한 흥미와 관
심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본 교재는 정보시스템 전문가가 하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
을 발휘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유망 직업 중 하나인 정보시스템 전문가에 대한 학
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여 관련 분야로 대학 진학 및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은 다양한 교통 데이터를 장비로부터 수집하기 하여 저장한 뒤 이를 통합적으
로 분석 및 가공하여 유용한 교통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와 정보의 이
동을 위해 효율적인 통신망 구성을 위한 통신 전문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장 및 관리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이들 데이터와 실제 지리정
보를 바탕으로 전자지도상에 빠른 길 찾기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 전문
가, 교통량, 혼잡구간 및 시간, 사고 발생 등 교통흐름에 실시간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
여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필요합니다.
본 수업은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전문가인 인공지능 전문가 학습활동을 통해 지능형교통시
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고, [표 1]과 같이 융합인재교육의 활동 준거에 따라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각 분야 전문가로서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설계하고 만들어 냅니다.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 모둠별 결과물 발표와 진로설계(커리어 패스 탐색)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수행한
활동에 숨겨져 있는 정보시스템 전문가의 역할과 활동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표 1] 차시별 학습 주제 및 내용

차시

학습주제

1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지능형교통시스
템의 이해 및
아이디어 설계

2
창의적 설계

지능형교통시스
템 설계

3
감성적 체험

발표 및 평가

학습내용
◦
◦
◦
◦
◦
◦
◦
◦
◦
◦

지능형교통시스템 이해 (사례, 관련 쟁점)
모둠 구성 및 역할 정하기
모둠별 아이디어 설계 (전문가 직업군 탐색, 관련 사례 조사)
기능 요소 추출 (명목집단법)
계획 및 설계 (내용 토의, 통합 정리)
모둠별 결과물 제작 (구성도 작성 또는 모형 제작, SWOT 분석)
모둠별 발표 (평가 및 질의응답)
커리어 패스 (세르게이 브린)
소감문 작성 (직업군에 대한 소감)
활동 평가 (전문가 학습, 모둠활동, 자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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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능 요소를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정보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
소양, 능력, 태도를 기른다.

- 모둠별 학습을 통하여 팀원과의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협업하기 위한 소양과 태도를
기른다.

- IT를 기반의 융합 시대를 맞아 미래 유망 직업 및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태도를
기른다.

3. STEAM 과목 요소
S(과학)

▷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작동 원리 알아보기 – 유용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다양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과 방법을 알아본다.
▷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단점 및 개선 사항토의하기 – 지

T(기술․가정)

능형교통시스템이 제공하는 교통관리, 대중교통정보제공, 전자 지불, 차량 지
능화 등의 각종 서비스의 장단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 최소신장트리 알고리즘 알아보기 –지능형교통시스템에 적용될 도시 간 통
신망 연결을 위한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다.

E(정보, 지리)

▷ 최단경로탐색 알고리즘 알아보기 -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전자지도에 빠른 길

찾기 기능을 설계하기 위한 최단경로탐색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실습하기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A(미술)

다양한 교통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방법을 실습해본다.
▷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거나 모형을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제공하
는 서비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각 서비스에 활용되는 주요 기술들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수집된 교통 데이터가 유용한 교통정보로 가공되어 전달되는 과정
을 탐색해 본다.

○ 창의적 설계
- 모둠별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성도 작성 또는 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모둠 구성 및 모둠
내 역할을 정하고, 역할별로 아이디어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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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로 제작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둠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
고 설계, 모색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모둠별로 창의적으로 고안해낸 지능형교통시
스템의 *구성도를 작성하거나 모형으로 제작 한다.
*(선택 활동 안내) 교사가 아두이노를 활용한 작폼 제작과정을 지도할 수 있고 아두이노 키트를 충분히 보유한 학교
에서는 구성도 작성 대신 아두이노를 활용한 모형 제작 활동을 한다.

○ 감성적 체험
-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모둠별 모형 결과물 발표회를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
는다. 또한 구글의 기술부문 사장 세르게이 브린의 커리어 패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활
동에 대해 평가하며 활동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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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과목

정보, 기술

총차시

3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단원

교육과정

학습목표

[기술․가정] 4. 미래 기술과 사회
[과학] 2-1. 정보통신과 신소재
[한국지리] 6. 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정보_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
정보사회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 전파, 보호하고, 역기능에 대처
하여 올바른 정보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정보_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원리, 운영 체제의 원리와 기능, 네트워크의 이해를 통해 정보기
기를 직접 다루고 조작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기술․ 가정_미래 기술과 사회 ]
핵심 기술의 현재와 미래 동향을 파악하고, 다방면에 걸친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며 미
래 융합적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과학_2-(1) 정보통신과 신소재 ]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휴대전화,
광통신 등 첨단 정보 전달기기를 통하여 정보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지리_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
다양한 지역 구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 조사 및 지리 자료의 활용 능력을 키운다.
지역 구분의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나라를 여러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심 지역에
대한 지역 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 필요한 지역 정보를 얻으며, 수집된 지역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지리 정보 처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구성도를 작성할 수 있다.
2.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직업 체험을 통해 정보시스템 전문가의 역할을 이해한다.
3. 모둠별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협업 등 직무관련 소양을 기를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용 참고자료 (동영상)

ⓢ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상황 알아보기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기사 및 동영상을 소개
한다.
<상황 제시>

지능형교통
시스템
(15분)
(1/3차시)

ⓢ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분야 탐색
- 인공지능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데이
터베이스 전문가에 대해 안내하고, 인공지능 전
문가 체험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its 소개

스마트드라이빙

http://goo.gl

http://goo.gl

/pX2LhJ

/HjyWsP

V2V 소개

V2V 현황

http://goo.gl

http://goo.gl

/Be893T

/En9ViY

ⓣ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쟁점 알아보기
-

지능형교통시스템 중 차량 간 무선통신(V2V)
와 관련한 쟁점 중 수신기 탑재율 미비, 주파수
표준화 제정, 고가의 수신기 가격, 보안 및 사생
활 침해 문제 등에 대해 토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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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 모둠 구성하기

관련 전문가

- 모둠을 구성한 후 역할을 분담한다.

활동 안내,
모둠 구성 및
역할 분담
(35분)
(1/3차시)

ⓔ 자료 탐색 및 아이디어 정리하기
- 교통관리, 대중교통정보제공, 차량 간 통신 등 관련 서 기사 및 동영상등 미리 준비하거
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을 때를
비스를 탐색하며 기사 및 동영상 자료를 정리한다.
대비한다.
- 구축된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하여 토의한다.
- 모둠별로 설계할 시스템 구성도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 지능형교통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 전문가에 대한 진

로 및 진학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한다.

<창의적 설계> ⓢⓣⓐ 지능형교통시스템 전문가 학습 활동하기

지능형교통시스

- 인공지능 전문가 학습 활동은 1) 우리 동네 버스 정보

템 전문가 체험

통신망 알아보기 2)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성도 작성 또는

및 모형 제작하

시스템 모형 제작하기 활동으로 진행한다.

기
(70분)
(2/3차시 및
3/3차시)

ⓢⓔ 시스템 구성도 작성 (또는 모형 제작) 예시 안내
및 기능 선정하기
- 구성도 작성 (또는 모형 제작)에 앞서 필요한 기능

토의 및 분석 한다.

교사가 아두이노를 활용한 작폼 제작
과정을 지도할 수 있고 아두이노 키트
를 충분히 보유한 학교에서는 구성도
작성 대신 아두이노를 활용한 모형 제

ⓔ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성도 작성 (또는 모형 제작)

작 활동을 한다.

- 모둠별로 지능형교통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필수

기능을 정리하고 시스템 모형의 구성도를 작성하거나
모형을 제작한다.
-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을 SWOT 기법으로 분석해

본다.

<감성적 체험> ○ 모둠별 결과물 발표회

결과물 발표는 조별로 차별화된 부

결과물 발표,

- 모둠별 발표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분을 부각시켜 압축적으로 진행하도

커리어패스

- 각 모둠은 다른 모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지를 작성 록 숙지시킨다.

제공 및 활동
평가(30분)
(3/3차시)

한다.
- 모든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자신이 속한 모둠 구성원

에 대하여 동료 평가(ALU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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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패스 제공하기
- 구글 기술부문 사장 세르게이 브린 관련 동영상을 보

여준다.
- 커리어 패스 모델을 제공한다.
○ 소감문 작성하기

거의 모든 융합의 중심에 정보기술
이 있으므로 매우 유망한 직업 분

- 활동 소감문을 작성한다.

야임을 강조한다.
○ 활동 정리
- 꾸준히 정보기술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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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감성적
체험

창의성

창의적
설계

우수(A)

보통(B)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해결방안
및 계획

일차 방정식을 세우고 해
를 구하는 과정이 구체적
이고 정확함

문제해결
과정

색의 혼합비율을 정확하
게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타당함

산출물
도출

제작한 깃발에 수학과 예
술의 융합적 사고가 잘
나타남

미흡(C)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으나 끈기가 부족함

있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가 부족함

끈기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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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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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일차 방정식을 세우는 과
정이 구체적이나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
확도가 떨어짐
색의 혼합비율을 위해 수
학적 요소를 찾아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타당하지 못하지만 문제를
끝까지 해결함
제작한 깃발에 수학과 예
술의 융합적 사고가 부분
적으로 나타남

일차 방정식을 세우고 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함
색의 혼합비율의 수학적 요소
를 찾아내지 못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제작한 깃발에 수학과 예술의
융합적 사고가 나타나지 못함

총평

▢ 수행․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 다른 팀의 아이디어 평가
구분
A

강점

L

약점

U

특성

조

주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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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산출물
도출

총평

◇ 전문가 학습 활동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전문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5 – 4 – 3 – 2 – 1

2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겨났다.

5 – 4 – 3 – 2 – 1

3

전문가 학습 과정에 관련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 모둠 활동 1 – 모둠 구성원 평가
번호
1

문 항

응 답

모둠 구성원A 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 / 아니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

2

모둠 구성원B 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 / 아니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

◇ 모둠 활동 2 – 다른 모둠 결과물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1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 되었다.

5 – 4 – 3 – 2 – 1

2

2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 되었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자기 활동]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지능형교통시스템전문가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2

지능형교통시스템전문가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다.

5 – 4 – 3 – 2 – 1

3

지능형교통시스템전문가 발표물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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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 내용

교사용 지도자료 - 1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기술·가정 (3. 기술혁신과 세계, 4. 미래 기술과 사회)
차시

강의, 토의

1/3

학습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개념과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목표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구성도를 작성할 수 있다.

융합
요소

ⓢ: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정보기술의 원리 이해하기
ⓣ: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된 기술 이해하기
ⓔ: 정보 과학 분야의 신기술을 파악하기
수업 자료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교통사고 발생 ZERO’ 프로젝트 상황 제시
- OECD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 탈
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
시한다.
○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사례 제시
- 현재 구축되어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동영상 및
상황

기사를 안내한다.

교과서,

제시

활동지
○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분야 탐색 ⓢ
-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 지리
정보시스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등이 필요함
을 안내하고 각 전문가별로 간단히 안내한다.
- 본 수업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 체험 활동이 이루어짐
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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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지능형교통시스템관련 쟁점 알아보기ⓣ
- 장비 설치율 미비, 고가의 수신기, 개인정보침해 등
지능형교통시스템과 관련된 쟁점들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형태로 토의를 진행한다.
○ 모둠 구성하기
창의적
설계

- 5명 내외로 한 모둠을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모둠별로
대표를 선발한 후 활동 내용 기록, 모형 제작 등 수업
활동 중 모둠 안에서 수행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하

교과서,
활동지

10분

도록 지도한다.
○ 모둠별 자료 탐색 및 아이디어 정리 ⓔ
- 대중교통정보제공 서비스, 교통관리, 차량 간 무선통신
창의적
설계

(V2V) 등 관련 분야의 기사 및 동영상 자료를 조사하며
탐색한다.
- 기존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하여 토의한다.

교과서,
활동지

25분

- 모둠별로 설계할 시스템의 구성도와 관련한 아이디어
를 정리한다.

1

수업 상황 제시

- 상황 제시 글 : ‘교통사고 발생 ZERO’ 지능형교통시스템 프로젝트
평소 정보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경민이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유용한 교통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돕고 있다는 사실과 신기술을 적용하
여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경민이는 관심이 많았던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스펙과 경력을 쌓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아이디어 공모전인 ‘교통사고 ZERO 지능형교통시스템‘에 참여하기로 결정
했다. 이 공모전의 목표는 우리 주변에 활용되고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의 종류와 여기에 적용된 기술과 원리를 이해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구
성요소와 기능을 제안하는 것이다.
- 학생 모두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문가로서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3차시 동안 수업이 진행됨을 안내한다.

2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사례 제시

- 관련 기사 및 동영상을 통해 현재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사례 및 향후 계획을 안내한다.
- 기사 : '교통사고 사망제로' 180억 ITS 하반기 시동 (전자신문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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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2014.04.20.)의 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및 전자 기술과 융합해 안전
하고 똑똑한 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시범사업이 하반기 본
격화된다.’한다. 또한 ‘2030년 전국 도로와 차량 및 보행자 정보를 연동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차세대 ITS는 현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차량과 차량 및 도로
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
이고, 2030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고속도로와 67%의 국도에 차세대 ITS 인
프라를 구축한다.’고 한다.
이 기사를 위해 인터뷰한 국토부 관계자는 “차세대 ITS에 기반을 두고 도로 혼잡 정도를
최고 60%까지 줄이며, 수송량은 13%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연간 10조원에 달하
는 교통사고 비용도 3조60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MBC뉴스‘ ITS 기술 시연’

산업뉴스 ‘서울시 ITS’

화성시TV 뉴스 ‘화성시 ITS’

http://goo.gl/A9GRZD

http://goo.gl/1GN9s4

http://goo.gl/k034BO

- 지능형교통시스템의의 개념을 설명한다.
교통편의 및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IT기술을 교통 시설 및 차량 내부 통신장치
와 융합한 시스템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다.

3

관련 전문가 소개

-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등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각 전문가별로 간단히 안내한다.
- 본 수업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 체험 활동이 이루어짐을 안내한다.
<전문가별 역할>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역할

카메라나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ㆍ가공ㆍ처리하여
유용한 교통 정보를 산출하는 핵심 과정을 설계한다.
지리정보시스템에서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GPS, 전자지
도의 개념 및 활용 분야를 확인하여 교통수단의 GPS 위치정보와 전
자지도상의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기능을 설계한다.
CCTV, 열화상 카메라, 자동차 및 보행자 감지 센서 등 다양한 기기
로부터 수신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로부터 유용
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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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안내 자료>

∙ 인공지능 전문가
1. 직업 소개 : 인간의 지능으로 가능한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로 실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 :
인간의 뇌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나 로봇 등이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의사 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전문기술을 결합시키고 신경망, 전문가 시스템, 지식베이스시스
템, 퍼지이론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자연어처리, 패턴인식 등과 같은 시각정보처리, 음성정보처리 관련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통해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작업과 보
완 작업을 실시한다.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탐구정신과 호기심, 창의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 분석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적성

비롯하여, 인간의 신경망 및 전자공학 등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적 과학 분야에 대한 재능이 요구된다.

관련
학과
자격
진출
분야

신경망, 퍼지, 패턴인식, 전문가시스템, 자연어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등
관련 국가자격은 없음.
음성인식, 영상인식, 통신, 자율형 휴먼로봇,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4. 직업 전망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직업에 접목돼 활용되고 있음에도 인공지능전문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 인공지능이 주로 로봇, 게임, 물체인식, 전문가시스템 등의 세부 기술로 활
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뮬레이션게임 AI 개발 채용공고를 보면 ‘인공지능 관련 전공
자 우대’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을 직업으로 연계하면 컴퓨터게임개발자가 되며 인공지능
전문가는 이들 직업의 세부직업 정도에 그친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인력은 통계적인 수치는
없지만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분야 전문가가 되려면 대학원 수준에서 신경망, 퍼
지, 패턴인식, 전문가시스템, 자연어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등을 전공할 필
요가 있다.
[출처 : 워크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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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1. 직업 소개 :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란 컴퓨터를 이용
해 작성한 지리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
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이다.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 : 지리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이나 설계를 수행함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적성

내용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등을 하므로 꼼꼼한 성격, 논리적
사고력과 지리공간을 다루기 위한 공간지각력 등

관련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공학과, 지리정보공학과, 도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지구과학과,

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이 외에도 GIS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산업기사),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등

진출

지리정보연구기관, 지도제작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시스템개발전문업체, 국책연구기

분야

관 등

4. 직업전망
GIS시스템의 활용범위는 토지·자원·환경·도시·해양·수산·군사·교통·통신·상하수도 등 각 산
업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서비스의 확대로 우리생활
에 친숙한 부동산, 관광, 생활편익시설 등의 안내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집중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급성
장으로 지리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향후 지리정보서비스의 확
대와 더불어 지리정보시스템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각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영정보시스템, 공급망관리시스템 등 각종시스템에도 지리정보시
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의 활용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에서도 3차에 걸쳐 국가 GIS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GIS기반 전자정부 실현, 지리정보서비
스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 생활 곳곳에서 스마트폰 확대, 증강현실의 기술 발달, 소셜 네트워크 성장, 클
라우딩 컴퓨팅 보편화 등으로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확
대되고 있어 이 분야 전문기술을 가진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의 수요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
다.
[출처 :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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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1. 직업 소개 :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 설계하여 데이터관
리용 소프트웨어인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 :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등록 관리, 자
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절차,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정책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구축할 정
보가 대용량이거나 각종 위험요소가 있을 때에는 자료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을 통한 논리적·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설계, 자료의 수집과 분류를 통한 데이터 가공, 입력, 편집 등을 한다. 이 외에도 데이터베
이스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나 신규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구축 시 데이터베이스
를 분석하고 설계하여 테스트하는 일을 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고장 및 사용상의 문
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복구한다.
3. 지식, 성격, 흥미, 업무수행능력

4. 진출 분야
전문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데이터베이스 유통업체, 정보컨설팅업체, 시스템통합(SI)업체,
공공기관의 전산실, 웹 개발업체, 게임개발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이나 데이
터베이스 설계 등에 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에 우대된다. 경력이 쌓이면 IT컨설턴트, 데이터
베이스관리자,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가 및 개발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워크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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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쟁점 소개

- 동영상을 통해 지능형교통시스템에 적용될 최신 기술 분야를 소개한다.
- 동영상 : 채널IT ‘채널IT ‘대화하는 차동차 시대가 온다’ (http://goo.gl/Q9Qba6)

출처: Sky ICT(구. 채널IT) ‘스마트 쇼’

- '차량간 통신(V2V)'기술의 장점과 주요 쟁점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장점 : 안정성 향상( 주변에 있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 등을 자동으로 수신해 충돌사
고, 추돌 사고 방지)
2) 과제 : 수신기 개발 및 적정 가격 여부, 모든 차량으로의 설치 유도 방법, 주파수 간섭
으로 인한 오작동 사고 발생 가능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사생활 침해 등
- 위 예시를 토대로 학생 스스로 관련 쟁점을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설계 전에
고려할 사항을 폭넓게 이해할 기회를 부여한다.

5

모둠 구성 안내

- 지능형교통시스템 공모전 프로젝트를 위해 5명 내외로 모둠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 각 모둠별로 팀 이름과 역할을 결정하고 활동지에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6
-

해당 기술 분야 및 업체 정보 제시
학생들이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링크
형태로 제공한다.

7
-

아이디어 회의
시스템 구성도 작성 (또는 모형)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모둠별로 협의하여 활동지
에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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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시스템관련 정보]
(가) 동영상 자료
- YTN뉴스 ‘IT 기술로 도로교통 안전성·편리성 높인다’ : http://goo.gl/3S0CMt
- MBC뉴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기술이 현실로’ : http://goo.gl/A9GRZD
- 국토교통부 ‘스마트 교통체계로 교통선진화 앞당긴다’ :http://goo.gl/RkcaXX
- 국토교통부 ‘요금정산은 한번에 교통통정보는 한눈에’:http://goo.gl/PXbm23
- 국토교통부 ‘생활 속의 GIS’ :http://goo.gl/3GftGU
- 커리어넷 its전문가 인터뷰:http://goo.gl/bVy7cJ
- IBM 스마트 시티 통합 교통 시스템:http://goo.gl/JIQnUv
- 부산 ITS 소개 : http://goo.gl/YXZTtm
- 울산시 ITS 소개: http://goo.gl/q0sYu8
- 서울시 ITS 소개: http://goo.gl/1GN9s4
- '교통사고 사망제로' 180억 ITS 하반기 시동 전자신문: http://goo.gl/AiE42q
- 국토해양뉴스 ‘ITS 본격화’: http://goo.gl/Y7XhL5

(나) 신문 기사
- 문화 일보, 돌발 교통상황 한눈에… ‘ITS 서비스’ 전국 확대 : http://goo.gl/d2peuE
- 전자신문, '교통사고 사망제로' 180억 ITS 하반기 시동’: http://goo.gl/AiE42q
- 서울 파이낸스, 비츠로시스,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차세대 ITS 구축: http://goo.gl/9u5Wxx
- 국토일보, 도공, ITS기술 활용 교통사고 사전 차단한다: http://goo.gl/KvV2Mu
- 국토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C-ITS' 도입 추진: http://goo.gl/mVCTBv
- 전자신문, V2V (Vehicle to Vehicle) 통신:http://goo.gl/H1FShb
- 이코노믹리뷰, 차량간 통신 시대 임박, 교통사고 획기적 준다 : http://goo.gl/1fjDV7
- 전자신문, 정부, 2조8000억원 투입 전국 ITS 확대…900억 들여 V2V 기술 개발:
http://goo.gl/0vLQ8x
-전자신문, [이머징쟁점] V2V 통신: http://goo.gl/Q4VTmh
-전자신문, 교통상황 즉시 알려주는 최첨단 `지능형 도로`:http://goo.gl/C16miz
- V2V 기술로 자동차 충돌 사고 방지 http://goo.gl/YEE8cr

(다) 웹 문서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전문가http://goo.gl/Rnxy3I
- 지능형교통시스템전문가 http://goo.gl/N52s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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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2차시
정보 (1.정보과학과 정보윤리, 2.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4.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교과
(단원)

기술·가정 (3.기술혁신과 세계, 4.미래 기술과 사회)
과학 (2-1.정보통신과 신소재)
한국지리 (7.지역 조사와 지리정보 처리)

수업
형태
학습
목표

차시

협동학습, 액션러닝

2/3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지능형교통시스템관련 정보통신 기술 분석하기

융합

ⓣ: 지능형교통시스템구성도 설계하기

요소

ⓔ: 정보 과학 분야의 기술 융합하기
ⓐ: 지리정보시스템의 원리를 파악하기
수업 자료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인공지능 전문가 학습 활동 ⓢⓣⓐ
창의적
설계

-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교과서,

- 버스정보시스템의 도착 예상 시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

활동지

10분

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한다.
○ 기능 선정 및 시스템 구성도 작성 ⓢⓔ
- 예시를 참고하여 시스템 구성도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
해한다.
- 아이디어 회의(명목집단법)를 진행한다.
- 지능형교통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필수 기능을 모둠별
창의적
설계

교과서,

로 논의하여 정리한다.
-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설계할 때 필요한 데이터 수집 장
치들에 대해 정리해본다.
- 시스템 구성도에 표현할 요소와 그에 대한 설명을 정
리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 창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가 도
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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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5분

○ 시스템 구성도 작성 (또는 모형 제작) -1 ⓔ
-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거나 모형을 제작한다.
창의적
설계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점적으로 표현되도록 구성도를
작성 하거나 모형을 제작하도록 한다.
- 구성도 작성 또는 모형 제작에 필요한 각종 용품들을

구성도 또는
모형 제작

25분

준비물

충분히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인공지능 전문가 활동-우리 동네 버스정보시스템

(1) 지능형교통시스템 작동 원리 이해하기

① 버스정보시스템 작동 원리
버스 안에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단말기 안에 GPS 모뎀이 있어서, 버스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센터에 보내줍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네트워크를 통해 보내
는 위치 정보는 약 30초마다 한 번꼴(정주기)로 상황실에 도착합니다. 상황실에서는 정보를
분석ㆍ가공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보 전광판으로 보내 줍니다.
② 버스 도착 시간 계산 방법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면, 진입 신호를 상황실로 보냅니다. 정류장을 빠져나간 버스는 반대
로 진출 신호를 보냅니다. 버스가 정류장과 진입ㆍ진출 신호를 무선으로 주고받는 거리는 약
10~20m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A정류장을 출발해 진출 신호를 내보낸 버스는 A정류장과 다
음 목적지인 B정류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버스의 속도와 교통의 흐름, 과거
의 데이터를 종합해 교통공학적인 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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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버스의 현재 상황과 과거 도로의 혼잡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계산
해 다음 정류장까지의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설계합니다.

(2) 우리 동네 버스의 도착 시간 예상하기

☞ 버스 도착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떠올려보고 적어보세요.

ㆍ배차 간격, 정류장 개수 등 고정적인 요인
ㆍ교통 혼잡 시간대 여부 : 출ㆍ퇴근 시간, 연휴, 주말 등
ㆍ혼잡 구간 여부 : 마트, 백화점 주변 또는 교통량이 집중되는 사거리 등
ㆍ정류장 주변 인구 밀도에 따른 탑승자 수 : 앞 정류장의 대중교통 이용자 수
ㆍ사고 여부 : 운행 구간에서 발생한 다른 차량 사고 또는 버스 고장
☞ [참고]웹 사이트에서 자주 이용하는 우리 동네 버스 번호를 검색하여 실시간 버스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을 확인하여 그 원인을 생각해 보고 적어보세
요.
[참고]서울대중교통(http://bus.go.kr/), 경기버스정보(http://www.gbis.go.kr/)

ㆍ버스 번호:
ㆍ정체 구간:

2-1

정류장

동명아파트

ㆍ정체 구간 속도 :
ㆍ정체 원인:

번
8

->
km/h

혼잡시간대 및 혼잡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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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동 주공

정류장

9
-

시스템 구성도 예시 안내 및 필수 기능 정리
시스템 구성도 예시를 참고하되, 창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구성요소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성도 예시
http://www.landmark.re.kr/landmark/images/htmlEditor_uploadImages/20121213095349693.jpg

- 모둠별 회의를 통해 시스템이 갖춰야할 필수 기능을 생각해보고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이 갖추어야할 기능(예시)>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함.
1) 교통관리기능 :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교통의 흐름 및 돌발 상황 관리 기능과 자
동교통단속 기능을 제공함.
2) 대중교통 정보제공: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운행정보를 수집하
여 대중교통수단 운영 담당자와 이용 고객에게 제공함.
3) 전자지불: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요금 지불에 따른 지체를 막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카드를 비롯한 전자화폐를 통한 요금 지불 방법을 제공함.
4) 지능형 차량 및 도로: 차량이나 도로의 위험요소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나, 차
량을 제어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예방하게 함.
5) 화물 운송: 화물차량, 위험화물 운송 차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화물차량의 운행을 안전관
리에 활용하거나 택배 등 화물의 위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

65

6) 교통정보유통: 각 지자체 단위로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 및 제공하는 기능
7) 기타 : 교통량 감응 실시간 신호제어, 과속차량 자동단속시스템, 교통소통 안내시스템,
주차안내시스템, 주행안내시스템, 버스도착예정시간안내·노선 및 운행현황 안내시스템 등

10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성도 작성 및 모형 제작

(1)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성도 작성하기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구성요소와 필수 기능을 구성도로 표현한다.

구성도 예시 (출처:한국도로공사) http://goo.gl/C8kHBD

[내용 구성 예시]

모둠 이름 / 구성원 및 역할 / 모둠별 아이디어 등을 표현

(2) 선택 활동: 지능형교통시스템

모형 제작하기

앞서 작성한 시스템 구성도 중 일부분을 실제 모형으로 제작하도록 안내한다. 시스템 모형
의 예시를 미리 제작하거나 자료를 준비하여 안내한 후 학생들은 예시 모형을 따라서 작성한
후 이를 응용한 지능형교통시스템 모형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모형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① 아두이노란?
아두이노는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보드와 소프트웨어를 개발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두
이노 보드는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주변의 값을 받아들여, LED와 같은 부품을 동작시킴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기 위한 손바닥 크기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아두이노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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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두이노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오픈소스이므로 공식 웹사이트(http://www.arduino.cc)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순서: 웹 사이트 접속 → download 메뉴 클릭 → 설치 파일 클릭

<웹 사이트 윗줄의 download 메뉴>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 클릭>

<공식 웹 사이트>

③ 아두이노 보드 작동 과정

아두이노 보드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먼저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란 프로그램
의 다른 명칭입니다. 작성한 프로그램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보드의 두뇌가 이
해하도록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 작업을 거칩니다. 번역된 기계어 프로
그램을 보드로 업로드 하면, 보드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④ 아두이노 프로그램 화면 구성
- 확인(컴파일) :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주고, 이상이 없으면 컴파일 과정
을 통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기계어)
로 바꿔줍니다.
- 업로드 : 확인 버튼을 변환된 기계어 코드를 아
두이노 보드로 보내줍니다.
- 열기 : 이전에 작성한 코드를 불러 오는 버튼입
니다.
- 저장 : 작성한 코드를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 시리얼 모니터 :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 사이에 주고받는 값을 확인 하는 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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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능형교통시스템 예시 모형 제작하기

<지능형교통시스템 예시 모형>

예시 모형으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수에 따라 신호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조절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제시한다. 이 예시는 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많을 경우, 적색에서
녹색 신호로 변경되는 시간을 스스로 짧게 조절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제
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아이디어 표현하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1대인 경우, 적색에
서 녹색 신호로 변하는 대기 시간
이 5초이지만, 신호 대기 중인 차
량이 2대 이상인 경우, 대기 시간
을 1초로 조절하는 지능형교통시
스템 모형을 그림과 글로 표현한
다.
<아이디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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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로 제작하기
의도한 대로 동작하도록 그림과
같이 보드에 회로를 구성한다.

준비물: 아두이노 보드, 브레드
보드, 빛 센서 2개, 적
색LED, 녹색LED, 330
옴 저항 2개, 1K옴 저
항 2개, 전선

③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또는 /* */ 표시는 주석이므로 참고만 한다)
int ledRed=7;

//붉은색 LED를 7번 핀으로 설정

int ledGrn=8;

//초록색 LED를 8번 핀으로 설정

int sensorPin1=0;

//빛 센서1은 아날로그 0번 핀으로 설정

int sensorPin2=1;

//빛 센서2는 아날로그 1번 핀으로 설정

int sensorVal1=0;

//빛 센서1이 감지한 값을 저장할 변수

int sensorVal2=0;

//빛 센서2가 감지한 값을 저장할 변수

void setup(){
pinMode(ledRed, OUTPUT);

/* 2개의 LED핀을

pinMode(ledGrn, OUTPUT);

출력으로 설정함 */

}
void loop(){
sensorVal1=analogRead(sensorPin1);

/* 2개의 빛 센서에서

sensorVal2=analogRead(sensorPin2);

감지한 값을 각각 변수에 저장함 */

if(sensorVal1 >70 || sensorVal2 >70) {
digitalWrite(ledGrn, LOW);

/*신호 대기 차량이 없거나 1대인 경우
붉은색 신호 -> 초록색 신호로

digitalWrite(ledRed, HIGH);

변경 대기시간이 5초임

delay(5000);
digitalWrite(ledRed, LOW);
digitalWrite(ledGrn, HIGH);
delay(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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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

/*신호 대기 차량이 2대인 경우

digitalWrite(ledGrn, LOW);

붉은색 신호 -> 초록색 신호로

digitalWrite(ledRed, HIGH);

변경 대기시간이 1초임

*/

delay(1000);
digitalWrite(ledRed, LOW);
digitalWrite(ledGrn, HIGH);
delay(2000);
}
}

빛센서

④ 신호등과 도로 모형을 제작한 뒤,
앞서 제작한 회로의 LED와 빛 센서
를 연장 케이블로 연결하여 각 모형

<우드락에 출력물을 붙인 도로 모형>

에 부착한다.
*신호등 및 도로 모형 제작 준비물
: 우드락, 컬러 출력물, 색 스티커
지, 필기구 등

<펜 자루에 LED를 부착한 신호등 모형>

※지능형교통시스템 예시 모형 제작 참고자료

전체 도면 및 동작 원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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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도로 이미지 제작

우드락을 도로 모형 모양으로 자름

아두이노 보드와 각종 전선들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받침대를 부착함

송곳을 이용해 센서와 신호등 부착할 구멍 뚫음

보드와 전선등을 도로 모형과 연결한 모습

완성된 모형 사진2

완성된 모형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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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3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기술·가정 (3. 기술혁신과 세계, 4. 미래 기술과 사회)
차시

발표, 토의

3/3

학습

지능형교통시스템 모형을 제작하여 발표할 수 있다.

목표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정보시스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융합
요소

ⓢ: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정보 기술 사회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색하며, 융합 기술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수업 자료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시스템 구성도 작성 (또는 모형 제작) - 2
- 앞 시간에 이어 시스템 구성도 또는 모형을 제작한다.
창의적
설계

* 아두이노 kit, 우드락, 색 스티커지, 이미지 출력물, 양면 테

20분

이프, 풀, 접착스프레이 등 준비물을 최대한 다양하게 비치
하여 좀 더 제작이 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한된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내한다.

○ 모둠별 결과물 발표
감성적
체험

- 모둠별 지능형교통시스템 결과물 발표(3분 내외)
- 발표 평가 및 질의 응답

활동지

15분

- 동료 평가(ALU 평가)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 커리어패스
- 구글 기술부문 사장 세르게이 브린 관련 동영상
- 커리어 패스 제공
○ 소감문 작성 및 평가

교과서,
활동지

교과서,

- 활동에 대한 소감문 작성

활동지

○ 활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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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10분

11

지능형교통시스템 모형 발표하기
- 가능한 모든 모둠이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발표 시간을 안배하는 것이 좋고,

어려울 경우, 5개 모둠을 선발하여 모둠별로 3분 이내의 발표 시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팀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담당한 영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
록 한다.
- 발표는 주제 설명한 뒤, 다른 모둠과 차별성을 가진 창의적 내용 위주로 간략
하게 진행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발표를 듣고 있는 모둠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하여 ALU기법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방법(ALU 기법)
프로젝트

12

A

강점

L

약점

U

특성

조 이름: _____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reer Path 소개하기

(1) 구글 무인차 동영상 제시

- 구글, 또 무인차 공개...완성차 업체 긴장: http://goo.gl/VgRmjJ
(2) 인물 소개하기

<경력>
1973년 8월 21일 (러시아) 출생
~ 1995년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과학 석사
~ 1993년 메릴랜드대학교 컴퓨터과학, 학사
1998년 검색엔진 구글 설립
1998년 ~ 2001년 구글사장
2001년 ~ 2014년 구글 기술 부문 사장
세르게이 브린

※ 관련 자료
-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이력서 : http://goo.gl/1B3omB
-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 '세르게이 브린' : http://goo.gl/VzZvPP
- 구글 안경 속 세상 :

http://goo.gl/6F0k7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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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감문 작성하기

(1) 활동 내용 정리 및 소감문 작성하기
1.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영역별 전문가는 각각 어떠한 일을 하는가?
2. 지능형교통시스템 전문가 영역을 체험한 후 진로 및 진학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3. 지능형교통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4. 모둠 활동을 과정에서 친구들과 협업을 진행한 소감은 어떠한가?
5.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부족했던 점을 한 가지 이상씩 작성해보자.

14

정리하기

(1)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의 신기술 및 전망 소개
- 전자신문, 교통상황 즉시 알려주는 최첨단 `지능형 도로`:http://goo.gl/C16miz
- IBM 스마트 시티 통합 교통 시스템:http://goo.gl/JIQnUv

(2) 정보시스템 전문가의 역할 강조를 통해 진로 설정에 동기를 부여하며 수업 맺음
정보기술은 거의 모든 윱합 기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므로 미래유망직업 분야이다. 정보시스
템 전문가 영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수업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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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전문가

[고등학교]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고등학교
STEAM

스마트 시티(Smart city) 프로젝트

1. 주제 개요
전 세계가 인구의 밀집화로 골치를 알고 있다. 그 중에서 인구가 도시로 이주해서 도시의 인
구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52%가
도시에 살고, 2050년경에는 67%까지 도시화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와
경제활동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전세계 도시들은
지리적으로 단 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에너지의 66%, 식수의 60%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70%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도시화에 따른 사회 인
프라, 교통수단 등의 문제를 첨단 ICT 기술과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
인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선정한다.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에서 ICT 스
마트 시티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상황으로 IT컨설턴트, 사물인터넷(IoT) 전문가, 빅데이
터 전문가, RFID/USN 시스템 개발자 등을 TF(Task Force)로 구성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
문가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실제 직업군에 대한 자세
한 소개를 협동학습 모형으로 학습한 뒤 전문가의 입장에서 스마트 시티를 설계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진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 시티(출처: 행복도시건설청)

본 프로그램은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전담 팀을 꾸려 새로운 아이디
어를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주제로 융합 인재 교육(STEAM)을 적용하여 학
생들이 이와 관련된 전문가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
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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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표-1]과 같이 3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을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표-1] 차시별 학습 주제 및 내용

차시
1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학습주제

학습내용

◦ 스마트 시티 이해하기(사례, 관련 이슈)
◦ 상황제시
스마트 시티 ◦ 모둠 구성 및 역할에 맞는 직업군 탐색
(IT 컨설턴트, IoT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지능형 로봇공학
소개하기
자, RFID/USN 시스템 개발자)
◦ 프로젝트 사례 살펴보기 및 아이디어 탐색

2
창의적
설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계획

◦ 아이디어 발상기법(랜덤워드 브레인스토밍)
◦ 스마트 시티 설계하기
◦ 스마트 시티 설계 도식화

3
감성적
체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발표

◦
◦
◦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모둠별 발표 (평가 및 질의응답)
커리어 패스 (데니스홍, 송영길)
소감문 작성 (직업군에 대한 소감)
활동 평가 (전문가 학습, 모둠활동, 자기활동)

상황 제시 단계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대두되는 배경과 진행 중인 스마트 시티 사업들을 살
펴보고, 중소기업인 (주)파인애플의 회사의 사활을 건 『Smart City』프로젝트를 소개 합니다.
이에『Smart City』프로젝트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기 위해 3~4의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합니다. 이어 IT컨설턴트이자 프로젝트 메니저

(PM)를 선임하고,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안내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기존의 스마트 시티의 사례를 국내/외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색하
면서 실례를 조사하고, 랜덤 워딩 등의 기법을 통해 팀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이어
팀 내의 전문가들이 팀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를 조사하면서 아이
디어를 정리한다. 이때 팀 내의 모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모든 구성원이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슈퍼스타K 등처럼 자신의 아이디어가 선택되기 위한 상황을
설정하여 모둠별로 제작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상호 평가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
로 각 모둠에서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평가 결과 발표를 한 후 관련 인문의 커리어 패스를 함께 공유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3차시 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 경험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 및 실
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진로 탐색에 도
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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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현대의 도시화의 따른 문제점을 이해하고, IT 기술을 이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 미래 사회의 변화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에너지, 기후문제, 고령화 등에 대한 문제에
공감할 수 있다.
-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탐구 자세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창
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팀 내의 의견 수합 및 결정 과정에서 모둠 내에서 의사 결정과 의사소통능력, 협업 능력
을 기를 수 있다.
-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방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 발표 능력을 향
상 시킨다.

3. STEAM 과목 요소
▷ 정보의 처리 및 저장 과정 알아보기– 정보의 발생, 센서, 디지털 정
S(과학)

보처리, 저장 매체, 디스플레이, 정보 처리의 응용에 대해 알아본다.

▷ 에너지 문제와 미래 알아보기 - 에너지 자원의 생성과 고갈, 신재생
에너지, 핵 에너지, 지속가능 발전과 에너지 대해 토의한다.

▷ 창의공학 설계하기 - 기술 혁신과 발명, 기술 연구 개발 활동이 인류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창의 공학 설계의 개념을 습득하여
기술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설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T(기술ㆍ가정)

▷ 미래 기술과 사회 이해하기 - 정보 통신 기술, 우주 항공 기술, 바이오
기술, 로봇과 자동화 기술 및 환경과 건설 기술의 동향을 이해하고, 미래 사
회에서 이러한 기술의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며, 미래 기술 사회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으며, 융합적 기술 문제를 체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문제의 구조화 및 해결방법 찾아보기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분석하여 구조화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한다.

E(정보)

▷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 정보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을 이해
하고, 다양한 도구 활용 사례를 통하여 정보의 표현, 구조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 토의하기 - 환경 문제, 전쟁과 테러 등 현대 사
회가 당면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

A(사회ㆍ문화,
미술)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발상하고 표현하기 - 인터넷을 활용한 미술 정보 탐색 및 분석, 웹 토론 학
습,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 학습 등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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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주)파인애플은 IT 관련 기업으로 현재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센서를 활용한 앱을 개발하
는 업체이다. 하지만, 최근 나이키 플러스 센서 칩, 갤럭시 기어, moto360 등의 대기업에
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기기들이 출시되면서 관련 사업을 접기로 했다. 새로운 사업을 물
색하던 중 바르셀로나의 ‘스마트 쓰레기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이 쓰레기통
들은 쓰레기통이 얼마나 찼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상단에 달린 검정색 센서가 쓰
레기의 무게를 측정해서 쓰레기 수거 센터에 알려주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트럭이 도착해
전체를 열어보지 않고 단 몇 개의 쓰레기통만 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수거
작업이 보다 수월해지고, 쓰레기통을 비울 필요가 없는 곳은 수거 차량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서 교통 체증도 방지하게 되었다.

4)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외를 포함해 최근에 유행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임을 알게 되
었으며, 차후에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임을 알게 되었다. (주)파인애플 사장은 회사에서 보
유하고 있는 기술과 인력(IT 컨설턴트(팀장), 빅데이터 전문가, 지능형 로봇공학자,
RFID/USN 시스템 개발자)을 통해 충분히 성공 가능한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TF(Task
Force ; 전담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몇 개월 뒤 우리나라에서 공모하고 있는 상금
1억 원의 ‘스마트 시티 아이디어 공모대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제 여러분은 분야별 IT 전문가로써 IT컨설턴트가 팀장이 되어 TF팀을 구성하게 될 것
이다. 팀별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시 구체적으로 설계하려고 한다. 팀에
서 설계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사내 발표회에서 우승하여 ‘스마트 시티 아이디어 공
모대전’에 출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상황제시> 1차시에서 도시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과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 시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4)

[Insight-2013.6] 국내외 스마트 시티 구축 동향 및 시사점(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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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 모둠별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시티 사례를 검색하고
팀 주제에 따른 팀의 일원으로 자신의 분야 관련 내용을 설계하여 발표하고 상호 평가할
것임을 알게 된다. 이를 위한 모둠 구성 및 모둠 내 역할(IT 컨설턴트(팀장), 빅데이터 전문
가, 지능형 로봇공학자, RFID/USN 시스템 개발자)을 정하고, 역할별로 아이디어를 설계한
다.
-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위한 공학적 탐구로써 스마
트 시티 분야 IT 전문가(컴IT 컨설턴트(팀장), 빅데이터 전문가, 지능형 로봇공학자,
RFID/USN 시스템 개발자) 중 1인의 구성원으로 직접 프로젝트 설계하는 체험을 하고, 아
이디어 회의를 통해 모둠별로 창의적인 생각이 담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설계 방안
발표 자료를 작성한다.

○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모둠별 결과물 발표회를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지능형 로봇 전문가인 데니홍 교수와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 부사장 송길영의
커리어 패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활동에 대해 평가하며 활동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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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과목

과학, 정보, 기술

총차시

4

[과학] 2-(1) 정보통신과 신소재, 2-(3) 에너지와 환경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3. 정보의 표현 단원

단원

[기술․가정] 3. 기술 혁신과 설계 , 4. 미래기술과 사회
[사회]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교육과정

[미술] 1-(2). 발상과 표현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과학_정보통신과 신소재 ]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휴대전화,
광통신 등 첨단 정보 전달기기를 통하여 정보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과정
을 이해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과학_에너지와 환경 ]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이해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정보_정보과학과 정보윤리 ]
정보사회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 전파, 보호하고, 역기능에 대처
하여 올바른 정보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정보_정보의 표현과 관리 ]
정보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 도구 활용 사례를 통하여 정보의 표현,
구조화, 그리고 관리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기술․ 가정_기술 혁신과 설계 ]
기술 혁신과 발명, 기술 연구 개발 활동이 인류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

하며, 창의 공학 설계의 개념을 습득하여 기술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설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목표
흐름
<상황 제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20분)
(1/3차시)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기술․ 가정_미래 기술과 사회 ]
정보통신 기술(정보), 우주항공 기술(수송), 바이오 기술(생명), 로봇과 자동화 기술(제
조), 환경과 건설 기술(건설)의 기초적 원리, 사례, 그리고 기술의 미래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사회_현대사회와 사회문제 ]
사회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탐
구한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
는 태도를 기른다. 나아가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고등학교_미술_발상과 표현 ]
다양한 발상 방법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1.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이해하며, 최신 ICT 기술들을 이해할 수 있다.
2.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팀별로 설계하면서 팀원의 일원으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다.
3. 팀별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등의 직업기초능력을 기를 수 있다.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용 참고자료 1 ~ 3

ⓢⓐ 스마트 시티의 배경 알아보기
- 스마트 시티에 대해 관련 자료 및 동영상으로 관련 배
경을 살펴본다.

※ 기사 및 동영상등 미리 준비하거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등 관련 분야 탐색

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을 때를 대
- 스마트 시티 관련 분야에 탐색하며 기사 및 동영상 자 비한다.
료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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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 스마트 시티 관련 핵심 기술 분야 탐색

관련 전문가
활동 안내,
모둠 구성 및
역할 분담,
(30분)
(1/3차시)

‣교사용 참고자료 4 ~ 7

- IT컨설턴트, 빅데이터 전문가, RFID/USN 시스템
개발자, 지능형 로봇공학자 전문가에 대해 안내하 ※ 핵심 기술에 대한 학생 이해도가
고, 역할에 따른 활동 내용을 알려준다.
낮은 것을 감안한다.

ⓐ 모둠 구성하기

※ 3인 모둠 구성시 팀장은 반드시

- 4개의 직업군 중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3인을 모둠으 IT컨설턴트을 포함한 2개의 직업군
로 구성한다.
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아이디어 수집 및 프로젝트 주제 선정

※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예시를 제시하고 인터넷 등을 위해 충분히 모둠 의견을 모으고 인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한다(읽기자료).

터넷 사용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유도

- 아이디어 수집 후 토의를 거쳐 스마트 시티 영역에 해당 한다.

되는 큰 틀에서의 주제를 선정한다.
<창의적 설계>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관련 아이디어 발상하기

‣교사용 참고자료 8 ~ 10

스마트 시티 프

※ 아이디어 발상기법은 많은 소란

로젝터

아이디

어 발상 및 전
문가별

활동으

로 아이디어 도
식화 하기
(50분)
(2/3차시)

- 랜덤워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강제 연상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하여 팀 스럽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한다.
프로젝트에 반영한다.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설계하기(모둠별 아이디어
구체화)

※ 모둠별 주제에서 해당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며, 반드
- 모둠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별 관련 정보, 기술 등을 시 모둠원에게 자신의 말로 설명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다.
고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검색한 내용을 정리하여 모둠원에게 공유한다.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구성도 도식화
- 모둠 구성원 종합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시스템을

※ 큰 종이와 문구류를 미리 준비한

다.

파악하기 위해 구성도를 도식화한다.
<감성적 체험> ○ 모둠별 결과물 발표회

‣교사용 참고자료 11 ~ 14

결과물 발표,

- 모둠별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커리어패스

- 각 모둠은 다른 모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지를 작성 ※ 발표와 평가시간을 병행하여 발

제공 및 활동
평가(50분)
(3/3차시)

한다.

표 시간을 절약한다.

- 모든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자신이 속한 모둠 구성원

에 대하여 동료 평가(ALU 평가)를 진행한다.
○ 커리어패스 제공하기
- 지능형 로봇공학자 데니스홍 교수 및 빅데이터 전문가

송영길 다음소프트 부사장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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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성장 경로 모델을 제공한다.
○ 소감문 작성하기

※ 소감문 중 우수한 작품은 발표를

하거나 안내해주고, 수행평가 등과

- 활동 소감문을 작성한다.

연계할 수 있다.
○ 활동 정리
- IT 기술의 결합(융합)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활동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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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해결방안
및 계획

창의적
설계

문제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감성적
체험

창의성

우수(A)

보통(B)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정
확하고 구체적으로 도출
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함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
들을 모두 정확하게 해결
함
발표 자료에 모든 내용
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
음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도
출하였으나, 상관관계가 부
족함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
들을 모두 해결하였으나,
일부 과정이 잘못됨
발표 자료에 구성요소는
모두 있으나, 전체적인 조
화가 부족함

미흡(C)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필요
한 기능 요소들을 일부 누락
시킴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들
중 일부를 해결하지 못함
발표 자료에 일부 구성 요소
가 누락되어 있음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
으나 끈기가 부족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가
부족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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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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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총평

▢ 수행․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창의적 설계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감성적 체험
산출물
도출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 다른 팀의 아이디어 평가
구분
A

강점

L

약점

U

특성

조

주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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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총평
창의성

◇ 전문가 학습 활동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전문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5 – 4 – 3 – 2 – 1

2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겨났다.

5 – 4 – 3 – 2 – 1

3

전문가 학습 과정에 관련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 모둠 활동 1 – 모둠 구성원 평가
번호
1

문 항

응 답

모둠 구성원A 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 / 아니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

2

모둠 구성원B 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 / 아니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

◇ 모둠 활동 2 – 다른 모둠 결과물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1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 되었다.

5 – 4 – 3 – 2 – 1

2

2조의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원 간에 협업이 잘 되었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자기 활동]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전문가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2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전문가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다.

5 – 4 – 3 – 2 – 1

3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전문가 발표물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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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 내용

교사용 지도자료 - 1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학습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기술·가정 (3. 기술혁신과 세계, 4. 미래 기술과 사회)
사회ㆍ문화(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강의, 토의

차시

1/3

스마트 시티의 배경을 이해하고,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 시티 사례의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화석 연료에 따른 문제점, 스마트 시티 시스템 관련 정보통신 기술 파악하기

융합

ⓣ: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IT, ST, BT 등 기술 요소 파악하기

요소

ⓔ: 정보 과학 분야의 신기술을 파악하기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안 모색하기
수업 자료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유의점
○ 스마트시트 의 배경 ⓢⓐ
- 관련 내용 제시(생각열기)
- 우리 주변의 불편한 사례 조사

상황
제시

및

소요
시간

교과서,
활동지

○ 스마트 시티 관련 사례 ⓔⓐ
- 스마트 시티 사례 동영상 시청
- 우리 주변의 스마트 시티 사례 조사

동영상

20분

<스마트 시티 관련
영상>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상황제시

창의적

○ 스마트 시티 관련 직업군 소개 ⓔ
- IT컨설턴트, RFID/USN 시스템 개발자, 빅데이터전문
가, 지능형 로봇공학자

설계

교과서,
활동지

15분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모둠 구성
- 4개의 직업 군 중 1인 1역할로 모둠 구성
○ 국내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사례 살펴보기 ⓣⓔ
창의적
설계

- 다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및 아이디어

교과서,
활동지,

수집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주제 선정
- 설계한 프로젝트의 주제를 큰 틀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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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5분

1

수업 상황 제시

- 도시 집중화 및 스마트 시티가 대두되는 배경 제시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비율이 52%이며, 2050년경에는 67%가
도시에 살 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도시는 지구 면적의 2%에 불과하며 에너지의
66%, 식수의 60%를 소비하고 있으며 CO2 배출량은 전체 70%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
고 있습니다. 이에 각 나라의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기업들은 도시 거주민의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고 도시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IT 기술이 접목
된 새로운 도시 계획 즉,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130여개
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20년에는 관련 산업이 202억 달러(20.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IT 기술을 접
목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을까요?
※ 도시집중화의 문제점(도시 인프라 부족, 에너지 및 자원부족, 차량 혼자비용 증가, 오염물
질 증가), 사회의 문제점(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의 내용을 설명한다.
활동 1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을 5가지씩 적어보세요.
1.
2.
3.
4.
5.

쓰레기통이 넘쳐나서 악취가 심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까지 걷는 거리가 너무 길어요.
밤길이 무섭다.
등학교길에 차나 너무 막혀요.
여름이나 겨울철에 전기가 끊겨요.

2

현재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사례 제시

- 관련 기사 및 동영상을 통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도시 인프라에 ICT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시장성
도 좋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만도 2014년
2650억 달러(약 2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스마트
시티 관련 프로젝트 수는 100여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 프로젝트 건수 가 크게 증가했
다. 스마트 시티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은 최근 50조 원 이상을 스마트 시티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자신문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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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시티 관련 동영상

사례로 알아보는 스마트 시티
(http://youtu.be/CyFHwZFKEUM)

프랑스 파리(채널IT)
(http://youtu.be/wmFTuwwGe30)

※ 기사와 동영상을 본 후 우리 주변의 스마트 시티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고, 반대로 우리 주변
에서 불편한 점도 찾아보도록 하여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활동 2 :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동영상에서의 스마트 시티 사례가 있는지 찾아
서 적어보세요.
- 지하철 및 시내버스 교통 정보 알림이
-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 지능형 가로등
활동 3 : 위에 살펴본 스마트 시티 사례 중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에 적용할 수 있
는 것이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 서울시 지능형 가로등
- 영등포구 쓰레기 종량제
- 서울버스 등 교통 정보 알림이 어플
- 스마트 홈 아파트 사례 등

3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상황 제시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다양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재의 주제인
정보시스템 전문가로 한정하기 위해 IT컨설턴트, 빅데이터 전문가, 지능형 로봇공학자,
RFID/USN 시스템 개발자의 입장이 되도록 안내한다.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사내 발표회 상황을 통해 경쟁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분위기
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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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Smart city)’프로젝트 ★
(주)파인애플은 IT 관련 기업으로 현재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센서를 활용한 앱을 개발하
는 업체이다. 하지만, 최근 나이키 플러스 센서 칩, 갤럭시 기어, moto360 등의 대기업에
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기기들이 출시되면서 관련 사업을 접기로 했다. 새로운 사업을 물
색하던 중 바르셀로나의 ‘스마트 쓰레기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이 쓰레기통
들은 쓰레기통이 얼마나 찼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상단에 달린 검정색 센서가 쓰
레기의 무게를 측정해서 쓰레기 수거 센터에 알려주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트럭이 도착해
전체를 열어보지 않고 단 몇 개의 쓰레기통만 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수거
작업이 보다 수월해지고, 쓰레기통을 비울 필요가 없는 곳은 수거 차량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서 교통 체증도 방지하게 되었다.

5)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외를 포함해 최근에 유행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임을 알게 되
었으며, 차후에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임을 알게 되었다. (주)파인애플 사장은 회사에서 보
유하고 있는 기술과 인력(IT 컨설턴트(팀장), 빅데이터 전문가, 지능형 로봇공학자,
RFID/USN 시스템 개발자)을 통해 충분히 성공 가능한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TF(Task
Force ; 전담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몇 개월 뒤 우리나라에서 공모하고 있는 상금
1억 원의 ‘스마트 시티 아이디어 공모대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제 여러분은 분야별 IT 전문가로써 IT컨설턴트가 팀장이 되어 TF팀을 구성하게 될 것
이다. 팀별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시 구체적으로 설계하려고 한다. 팀에서
설계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사내 발표회에서 우승하여 ‘스마트 시티 아이디어 공모
대전’에 출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가능하면 수업이 진행될 때 3명의 역할로 설계하였으므로 가능하면 3인으로 모둠을 구성
한다. 또한, 회사의 사활이 걸린 만큼 프로젝트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3차시 동안 진행
됨을 안내한다.

5)

[Insight-2013.6] 국내외 스마트 시티 구축 동향 및 시사점(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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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전문 분야 소개 및 모둠 내 역할 안내

- 역할 분담을 위해 다음 전문가별 모둠 내 역할을 소개한다.
<모둠 내 전문가별 역할>
전문가

모둠 내 역할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모둠원 내 의견조율하며, 주된 역할은 최
IT컨설턴트(팀장)

적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시스템을 제시하고 추천한다. 또한, 다른
전문가와 병행해서 할 수 있다.

RFID/USN 개발자

물건이나 사물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RFID 태그를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업무로 과학적인 의사결정

빅데이터 전문가

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의 처
리 및 활용을 담당한다.
사람을 대신해 주어진 일을 똑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로봇을 설계

지능형 로봇전문가

하고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로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설비
등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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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할 선택을 위한 직업군 제시

∙ IT 컨설턴트
1. 직업 소개 :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분석하거나 새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보안,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IT분야와 관련
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반적인 기획, 설계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6)
-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및 모든 조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최근의 기술적
활용 자원과 현재 상태의 정보를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언하거나 자문한다.
-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영상의 개선효과, 시스템의 효율성 등에 대해 사후 모니터
를 실시하며 시스템의 운용과 유지보수에 관한 조언을 한다.
-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며 구축시스템의 적합성과 안정성 등을 감리하고 프로그래머와
고객요구사항을 조율한다.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적성

리더십, 꼼꼼함, 성취/노력, 혁신, 인내와 같은 성격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 사고를 가
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업체를 대상으로 IT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추진하여
야 하므로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관련
학과

자격

진출
분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
과, 정보통신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및 경영학이나 경영정보학, 산업공학 등
국가기술자격으로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
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의 자격이 있고 공인민간자격으로는 네트워크관리사, 정보시
스템감리사 등이 관련이 있다. 외국자격으로는 CISA, CISSP 등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및 오라클, HP, CISCO 등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전문 자격 취득 시 취업에 도움이 되
며 업계에서는 채용 시 관련자격 취득자를 우대한다.
SI(시스템통합)업체의 프로젝트리더(PL), IT컨설팅전문업체, IT서비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IT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 강사 등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4. 직업전망7)
기존 시스템의 재정비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컨설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IT컨설턴트에 대한 일자리 전망이 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IT컨설턴트는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으며 능력에 따른 승진가능성 및 직장이동가능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근무시간이 길고 불규칙하며 정신적 스
트레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근무여건은 낮은 편이다.
[출처 : 워크넷 발간자료 ‘정보통신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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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USN 시스템 개발자
1. 직업 소개 : RFID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여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
-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RFID기술을 이용해 현재의 바코드시스템
을 대체하려고 한다.
- RFID시스템 개발자는 RFID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설계하기도 한다.
-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며 구축시스템의 적합성과 안정성 등을 감리하고 프로그래머와
고객요구사항을 조율한다.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력, 판단력이 요구되며 새로운 통신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개

적성

발능력, 창의력이 필요하다. 또한,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며, 여러명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특별한 전공제한은 없지만, 전파공학,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이 유리

학과

하다.

자격

무선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과 대한상공회의소의 RFID관
리사 등의 민간자격

진출

유무선 통신 서비스 업체, 컴퓨터 네트워크 업체, 방송국,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분야

체, 통신시설제조업체,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 물류 시스템 등 진출이 가능하다.

4. 직업전망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RFID 도입 초기에는 주로 정부 및 기술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실
증실험 위주로 RFID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용자 위주, 현장적용 위주의 개
발로 인하여 폭넓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RFID세계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53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국내에서도 2003년에서
2009년까지 RFID매출은 연평균 48.5%로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6,546억 원으로 추
정된다.
[출처 : 워크넷 발간자료 ‘정보통신직업전망’]

6)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job/jobView.do?SEQ=450#tab1)
7)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job/jobView.do?SEQ=450#tab3)

92

∙ 빅데이터 전문가
1. 직업 소개 : 대량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모델을 만
들어 사람들의 행동패턴이나 시장경제 등을 예측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
- 빅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기획을 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다양한 알고
리즘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데이터를 모아 가공하는 데이터 처리 능력, 분석에 필요한 모형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하는

적성

분석 능력,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라는 세 가지 능력이 중요하다. 의사소통 능력, 협업, 리
더십, 창의력, 규율, 열정이라는 요소도 겸비되면 좋다.

관련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정보통신학과, 전

학과

자정보통신공학과, 정보보호학과, 정보보안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통계 관련 학과 등
2014년부터 데이터 분석전문가(ADP) 자격시험이 생겼으나, 대부분은 IT분야 경력자를 우대
하므로 국외자격증(리눅스 관련 국제자격증(LPIC, RHIC, RHCT), 자바 관련 국제자격증

자격

(SCJP, SCWCD, SCBCD), 시스코사 네트워크 관련 국제자격증(CCNA, CCNP, CCIE), 보
안관련 국제자격증(CISA, CISSP), 솔라리스(시스템) 관련 국제자격증(SCSA, SCNA), 오라
클 관련 자격증(OCP, OCA), MS사 시스템 관련 국제자격증(MCP, MCSE, MCDBA))를 공부
하면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진출
분야

컴퓨터정보보안전문가, 네트워크관리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컴퓨터프로그래머, 모바일
콘텐츠개발자, 게임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개발자, 웹마스터,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응
용소프트웨어개발자 등

4. 직업전망
빅데이터 분석가는 보통 대기업의 빅데이터 관리부서, 검색 포털사이트 업체, 사설 데이터
분석 업체 등에서 활동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의 수가 약 100여 명 될 거라고 예측한다. 정부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도입해 수익을 늘
리고 있고, 국내의 경우 공공분야에서만 빅데이터 활용 효과가 10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이렇게 빅테이터의 활용이 공공, 민간 구분
없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디지털 금맥인 빅데이터 사업을 선도
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시점이라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도 빅데이터 전문가의 수요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워크넷 ‘눈길끄는 이색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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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공학자
1. 직업 소개 : 인공지능, 로봇 설계의 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 의료, 해저탐사 및
실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
-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및 모든 조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최근의 기술적
활용 자원과 현재 상태의 정보를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언하거나 자문한다.
-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영상의 개선효과, 시스템의 효율성 등에 대해 사후 모니터
를 실시하며 시스템의 운용과 유지보수에 관한 조언을 한다.
-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며 구축시스템의 적합성과 안정성 등을 감리하고 프로그래머와
고객요구사항을 조율한다.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정신과 호기심, 창의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 분석력,

적성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또한, 자동제어나 전자회로, 로봇 설계 등에 대한 지식
과 응용능력이 요구된다. 다른 기술자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과 명확한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관련
학과

자격

진출
분야

기계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기전공학(메카트로닉스 등), 로봇공학과 등

국가 자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간자격으로는 로봇제어시스템학회에서 주관하는 로봇기
술자격증(1급~4급)이 있다.
기업이나 대학의 부설연구소, 산업용 로봇을 운영하는 로봇 관리자, 군대나 방위업체의
접속시키기 위한 연구원, 로봇개발 연구소, 로봇관련 제품생산 중소기업, 로봇 교육관련 중
소기업, 자동화 관련 대기업 등 등

4. 직업전망
최첨단 기술의 융합체인 로봇응용산업은 미래 국가 핵심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삶의 질
향상, 고령화시대의 도래 등으로 기존 산업현장은 물론 환경, 실버, 의료, 국방, 교육 등 우
리생활 전 분야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 하지만, 새롭게 변하는 새로운 전문기술을 습득해야 하므로 자기개발가능성 수
준이 높고,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발전가능성 및 직업전문성도 높
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의 직업세계(종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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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구성 안내

- 프로젝트를 위한 TF팀 구성을 위해 팀별 3~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 각 모둠별로 팀 이름을 결정하고 활동지에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활동 4 : 자신이 (주)파인애플의 직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
는 전문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 (주)파인애플 직업군 >
•IT 컨설턴트(팀장, 다른 직업과 중복 가능)
•RFID/USN 시스템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지능형 로봇공학자

적합한 전문가 : ______________________
이유 :

활동 5. 내가 속한 TF팀의 이름을 만들고 전문가 역할을 구분하여 적어보세요.

전문가

팀 이름
이름 및 역할

팀원 이름

역할

7 ‘스마트 시티’프로젝트 사례 살펴보기8)
- 다른 도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한 스마트 시티를 간접 경험한다.

1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서울 영등포구)

○ 최근 지자체들은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오염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 RFID 개별 종량 방식은 RFID/센서/통신 기술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량을 가구
별로 측정하고 처리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불하는 것
‒ 서울시 영등포구는 2013년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현
재 지역 내 공동주택 163개 단지 5만 8400여 가구에 893대의 RFID 쓰레기통을 설치
해 운영 중
‒ 영등포구는 RFID 쓰레기통 도입 후 아파트 단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34.7% 감소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8) [Insight-2013.6] 국내외 스마트 시티 구축 동향 및 시사점(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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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지능형 버스정류장 ｢u-쉘터｣, 지능형 가로등 ｢IP인텔라이트｣

○ 지능형 버스 정류장「u-쉘터」
‒ 서울특별시는 2010년 3월 종로 1~4가 버스 정류장 4개소에 센서/카메라/무선네트워크/
디스플레이 등

ICT 기술을 도입해 기상, 환경, 교통방송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

친화형 지능형 버스정류장 「u쉘터」를 설치
‒ 2012년 12월에는 종로2가 삼일교 버스정류장에 국내 최초로 CIS계 박막태양전지를 설
치하여, 버스정류장 광고판과 LED조명에 사용
‒ 상암 DMC단지 내 버스정류장에도 버스정보단말기, 디지털정보표시장치, 태양전지판 등
을 장착한 「u-쉘터」를 4개소 설치

○ 지능형 가로등 「IP인텔라이트」
‒ 서울특별시는 2011년 2월 상암 DMC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에 지능형 가로등
「IP인텔라이트」 189개를 설치
‒ 일반 메탈가로등 대비 조명 효율이 116% 향상된 LED 조명을 채택하였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와 색상이 바뀌는 이벤트 조명 및 음악 청취도 가능하며,
시설물 보안을 위한

CCTV 기능과 무선인터넷, 긴급호출 기능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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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스타디움(미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의 스마트화에 앞장 서는

Cisco Systems

‒ Cisco는 스포츠 경기장을 스마트화 하여 관중의 편리성을 높이고 경기장의 수입을 향
상시키는

StadiumVision™ 솔루션을 출시한 바 있으며, 2013년 2월에는 관람객의 스

마트폰/태블릿에서도 실시간 경기 영상 및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StadiumVision
Mobile™을 출시
‒ 미국에서

Dallas Cowboys, New York Yankees, Miami Dolphins 등 11개 경기장이

StadiumVision을 설치하였으며, 해외에서는 Real Madrid, Warsaw National Stadium
등이 도입
‒ 관람객은 경기장 WiFi 네트워크에 접속해 실시간 경기 및 다시보기를 볼 수 있으며, 앉
은 자리에서 매점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 경기 관련 각종 정보 검색 및 경품 참여도
가능하며, 경기장은 타깃 광고 집행과 마케팅/판매에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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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 활용으로 범인 조기검거 및 범죄예방(미국)

○ 총성을 감지하고 발포 위치를 찾아내는
‒ 2007년 6월 보스턴 경찰청은
면적에

ShotSpotter™

ShotSpotter 솔루션을 시 일부 지역에 도입 시 15km

2

100개 이상의 어쿠스틱 센서들이 설치되어 총성을 감지하고 발포 위치를 찾아

내 제공
‒ 보스턴 경찰청은 이 기술이 범인 검거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술
도입에 150만 달러, 1년 유지비가 15~18만 달러나 든다는 점은 단점으로 토로
‒ 현재 미국에서는 보스턴 외에도
시가

LA,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오클랜드 등 70여개 도

ShotSpotter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

○ 데이터웨어하우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범인 검거와 범죄율 감소에 활용
‒ 2005년 7월 뉴욕 경찰청은 IBM에 의뢰하여 1,100만 달러를 투자해 통합 범죄정보 분
석 시스템인 실시간 범죄 센터(RTCC, Real Time Crime Center)를 개소
‒ 37,000명의 뉴욕 경찰관/수사관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범죄관련 각종

DB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분석/시각화 도구를 이용해 실시간 범죄 패턴 평가 결과가 제공
‒ 이 시스템 도입으로 뉴욕 경찰청은 뉴욕 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약 75%를해결했으
며, 범죄율은

001년 대비 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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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로동 및 스마트 쓰레기통(스페인)

‒ 본(Born) 지구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LED 조명을 사용하고 센서로 소음 수준, 공
기 오염도, 인구 밀집도도 파악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조명 밝기를 높이고 사람이 없
는 늦은 밤에는 조명 밝기를 낮춤으로써 연간 30%의 전력 절감 가능
‒ 스마트 가로등을 통해 WiFi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며, 시 당국은 현재 100여개 정도인
스마트 가로등을 2014년까지 바르셀로나 중심지 전역에 설치할 예정
‒ 또한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도 센서를 부착해 스마트 쓰레기통을 보급하고 있는데, 쓰
레기통이 얼마나 찼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쓰레기통 상단에 달린 센서가 무게를

측정해 쓰레기 수거 트럭 운전수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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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스마트 아이디어를 보여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스마트’를 주제로 선정하여 스마트 시티에 적용할 만한 참고 자료
- 주차 : http://www.atelierth.net/?p=24562
- 스마트 패브릭 : http://www.atelierth.net/?p=24626
- 헬스케어 : http://www.atelierth.net/?p=24663
- 스마트 주차 : http://www.atelierth.net/?p=24562
- 스마트 미터 : http://www.atelierth.net/?p=23872
- 스마트 양말 : http://www.atelierth.net/?p=23830
- 교통체증 문자 : http://www.atelierth.net/?p=23106
- 스마트 가발 : http://www.atelierth.net/?p=22943
- 스마트 머신 : http://www.atelierth.net/?p=22758
- 에그마인더 : http://www.atelierth.net/?p=22685
- 스마트 클라우드 커피머신 : http://www.atelierth.net/?p=22440
- 스마트 라이트 : http://www.atelierth.net/?p=22302
- 미래의 집(Home 2025) : http://www.atelierth.net/?p=22188
- 2025 미래 도시 :http://www.atelierth.net/?p=21029
- 스마트 컨텍트 렌즈 : http://www.atelierth.net/?p=21751
- 스마트 LID : http://www.atelierth.net/?p=21375
- 스마트 윈도우 : http://www.atelierth.net/?p=20989
- 스마트 카 : http://www.atelierth.net/?p=20767
- 웨어러블 : http://www.atelierth.net/?p=20690
- 스마트 쓰레기통 : http://www.atelierth.net/?p=20000
- 스마트 화장품 : http://www.atelierth.net/?p=11975

8 ‘스마트 시티’프로젝트 주제 선정
- 국내외 사례 및 인터넷 검색을 한 뒤 모둠별 토의 시간을 제공하여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
정하도록 안내하다.
- 주제가 구체적으로 선정되기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큰 틀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며, 다음 차시에는 구체적으로 선정해야하며 그 주제에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미리 생각해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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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2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학습
목표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기술·가정 (3. 기술혁신과 세계, 4. 미래 기술과 사회)
과학 (2-1. 정보통신과 신소재)
협동학습, 액션러닝

차시

2/3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전문가로서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통합된 아이
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스마트 시티 관련 정보통신 기술 분석하기

융합

ⓣ: 스마트 시티 도식화하기

요소

ⓔ: 정보 과학 분야의 신기술들 융합하기
ⓐ: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상하기

수업
단계
창의적
설계

수업 자료
교수·학습 활동 (ⓢⓣⓔⓐⓜ)

및
유의점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상

교과서,
활동지

- 랜덤워드 브레인스토밍

소요
시간

15분

○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전문 분야 설계하기 ⓢⓣ
창의적
설계

- 주제에 적합한 관련 분야별 기술, 정보 수합

교과서,

- 전문가별 활동 내용 정리

활동지

15분

- 모둠원에서 전문 내용 공유

창의적
설계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구성도 도식화 ⓔⓐ
- 모둠 구성원 전체 시스템 파악
- 모둠만의 시스템 구성도 설계 (마인드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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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활동지

20분

9 ‘스마트 시티’프로젝트 랜덤워드 브레인스토밍
- 랜덤한 단어에서 출발해서 연상되는 단어를 주제와 강제로 연계시키는 랜덤워드 아이디
어 발상기법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상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브레인스토밍이란 자유분방하게 비판하지 않으며 팀원이 주제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
시하도록 요구하는 발상기법입니다. 하지만, 자기주장을 내세워하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 없는 랜덤한 단어에서 출발하여 연상되는 의미들과 브레
인스토밍의 주제를 강제로 연계시키는 강제 연상기법입니다. 이는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쉽고 재미있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 랜덤워드 브레인스토밍
1) 임의의 단어(예, 도시집중화)를 선택하고, 연
상되는 모든 표현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
이때,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순서 없이 발표하
거나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해도 된다. 또
한, 파생된 다른 표현이나 단어에 대해서도
연상되는 표현을 정리하면서 큰 마인드맵을
제작한다.
2) 연상된 모든 단어를 강제로 주제와 연계 시키
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하게 된다. 이때,
모든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면 말이 되
거나 아이디어가 되는 것만 발췌한다.
3) 강제 연상 단계를 거쳐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 랜덤워드 브레인스토밍 후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

< 랜덤워드 예시 단어 >
•급식

•대중교통

•아기

•사랑

•동물원

•IT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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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마트 시티’프로젝트 설계하기
-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별로 모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센서, 네트워크, 기
술 등의 전문가 자료를 수집한다.
- 이때, 방향을 잃은 학생들에게 바르셀로나의 스마트 쓰레기통 사례를 통해 전문가별 역할
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한다.

※ 전문가별 역할 예시(바르셀로나의 스마트 쓰레기통)9)
- 사업 전반을 설계

IT 컨설턴트

- 전체 시스템을 점검

빅데이터 전문가

- 쓰레기차의 최소 이동경로 설정

- 센서(센서종류, 센서개발, 수명, 견고함 등)
- 쓰레기차와 쓰레기통(또는 주변 측정기) 간

사물인터넷 전문가

의 통신 제공

- GPS와 RFID를 결합하여 쓰레기통 위치인

RFID/USN 전문가

식

- 쓰레기통의 수거 및 청소가 가능한 청소차

지능형 로봇공학자

만들기

10)

- 인터넷 검색 후 학생 개인 전문가별 활동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전문가별 활동 내용 정리

9) Smart rubbish bins in Barcelona (http://www.metropolis.org/sites/default/files/news/urbiotica-2.pdf)
10) 안전보건 공단 (http://m.kosha.or.kr/m/mv_learning_view.php?c=1&idx=306)

103

11 ‘스마트 시티’프로젝트 최종 구성도 도식화
- 전문가별 의견 조율 후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모둠별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춰 구성도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자.
- 예시

<똑똑한 한국전통문화마을>

<층간소음 알림이>

<스마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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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3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기술·가정 (3. 기술혁신과 세계, 4. 미래 기술과 사회)
차시

발표, 토의

3/3

학습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판넬, 3D 조형물 등을 제작하여 발표할 수 있다.

목표

스마트 시티 기술전문가 중 한 분야에 대한 성장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융합

ⓣ: 미래 기술 사회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색하며, 융합적 기술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요소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쉽도록 발표할 수 있다.

수업
단계

수업 자료
교수·학습 활동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모둠별 결과물 발표 ⓣⓔⓐ
감성적
체험

- 모둠별 무인 택배 시스템 구성도 발표(3분 내외)
- 발표 평가 및 질의응답

활동지

30분

- 동료 평가(ALU 평가)
○ 커리어패스 ⓐ
감성적
체험

- 지능형 로봇공학자 데니스홍 관련 동영상

교과서,

- 빅데이터 전문가 송영길 관련 동영상

활동지

10분

- 성장 경로 모델 제공
○ 소감문 및 평가 ⓐ
감성적
체험

- 활동에 대한 소감문 작성
-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 IT 기술이 결합 중요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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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활동지

10분

12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발표하기
- 시간 관계상 팀당 5분 정도 발표가 적당하며 4~5개 발표가 적당하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도록 가능하면 모든 팀이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발표자는 가능하면 팀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발표 내용은 테마 설명, 전문가별 창의적 부분 설명으로 진행하며, 질의응답 1~2개
질문을 받는 것이 좋다.
- 모둠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평가 방법(ALU 기법)
프로젝트
A

강점

L

약점

U

특성

조: _____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Career Path 소개하기
- ‘나의 7가지 로봇’ 동영상 보여주기 (지능형 로봇공학자 데니스홍 교수)
(http://embed.ted.com/talks/dennis_hong_my_seven_species_of_robot.html)
- ‘썰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다음소프트 부사장 송길영)
( 연속시청 http://youtu.be/rbPQ5mNV-HE, http://youtu.be/gHBNoKyF1wg)

- 경력 소개하기
<경력(커리어 패스)>
데니스 홍 (홍원서 | Dennis Hong)
소속: 버지니아공과대학교 (교수)
학력: 퍼듀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
수상: 2009년 제8회 과학을 뒤흔드는 젊은 천재 10인
경력: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교 로봇매커니즘연구소(로멜라) 소
장
<지능형 로봇전문가, 데니스홍

UCLA 기계항공학과 교수 및 로멜라 소장

교수>11)

1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2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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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커리어 패스)>

송길영
소속: 다음소프트 (부사장)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학과 박사
경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카카오 부사장>12)

- 성장 경로 모델
<나만의 커리어 패스>
기술전문가 분야 :
적합한 나의 모습 :
부족한 나의 모습 :
5년간 준비할 것 :
30대의 나의 모습 상상하기
:

14 소감문 작성하기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결과보고서 및 성찰노트 작성하기
1. 우리 팀이 설계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3줄로 정리해보자.
2. IT컨설턴트, 빅데이터 전문가, 사물인터넷전문가, RFID/USN 개발자, 지능형 로봇개발자
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3.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경험한 전문가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가?
4. 팀에서 협업한 활동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가?
5.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부족했던 점을 한 가지 이상씩 작성해보자.

15 정리하기
- IT와의 융합의 중요성 (‘게임기술로 의료IT 융합 성공’(http://youtu.be/QO5blsO7n6U))

12)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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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보충자료
층간소음 측정용 스마트 액자 구현하기
- 층간 소음 측정기는 센서보드와 스크래치를 통해 구현하려고 한다. 이때 스크래치를 실행
하기 위해 컴퓨터나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디지털 액자로 꾸며 사진을 슬
라이드 쇼로 보여주기 위한 스마트 액자 기능을 추가하여 층간소음 측정을 하면서 액자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액자를 구현해보자.

1

층간소음 관련 자료 제시

- 층간소음과 관련된 동영상을 제시하여 층간소음의 심각성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다음 단계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는데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층간소음’ 분쟁사례
(http://youtu.be/qhDph1T2TZw)

2

나라별 ‘층간소음’ 해결 방법
(http://youtu.be/Khli4_0ol7c)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토의

- 층간 소음과 관련된 질문을 학생들에게 질의해보고, 통계자료를 통해 층간소음의 심각성
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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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13.12, 3040명 대상)13)
①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는

② 층간소음 스트레스 발생원인은?

가?

③ 층간소음이 자제해야 하는 시간은?

3

④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소리와 dB(Decibel)

: 소리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소리의 크기 단위인 dB을 이해한다.
(가) 사운드 구성의 3요소
- 주파수(frenquency) : 음의 높낮이와 관련
- 진폭(amplitude) : 음의 크기와 관련
- 음색(tone color) : 음의 특성

(나) 주파수
-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 (주파수가 높으면 고음, 낮으면 저음)
- 사람이 낼 수 있는 주파수대는 약 100Hz ~ 6Khz
-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는 약 20Hz ~ 20Khz
- 사람의 청각은 1Khz ~ 6 Khz 에 가장 민감
- 음역
구 분
저음역
중음역
고음역

주파수
느낌
악기의 예
20~200Hz
무게감, 공포감
파이프 오르간의 저음
200~3000Hz
순수하여 풍족한 여운 피콜로, 오르간 음역의 바로 밑
3000~20000Hz 날카로움, 긴장감
기계류의 마찰음, 파열음

13) http://110callcenter.tistory.com/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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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폭
- 파형의 기준선에서 최고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소리의 크기와 관련(진폭이 크
면 큰소리, 작으면 작은 소리)
- 인간이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0dB ~ 90dB
- 데시벨(dB)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전화기를 발명한 Bell을 기념하기 위해서 Bell 이란
단위를 만들었는데 그 단위가 너무 커서 10분의 1로 줄인 단위로 쓰면서 10분의 1을 나타내는
deci를 붙여서 dB(deci Bell)로 쓰는 것이다. dB은 소리 세기의 비를 상용로그 취해준 값에 10
을 곱한 값이다.( log 소리세기의비  ) 정상적인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인 0dB을 기준으로 하여 10dB씩 증가하는 경우 소리의 세기는 10배씩 강해진다.
세기(dB)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예시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제트기의 엔진 소리
청취하기에 고통스러운 소리
공항 활주로에서 들리는 소리
지하철에서의 소음
일반적인 공장에서의 소음, 번잡한 거리에서의 소음
일상적인 대화 소리
나직한 대화 소리
조용한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
최저 가청음

참고
※ 85dB 이상의 큰 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청각세포의 손상으
로 난청, 스트레스성 질환
등의 유발 가능성이 높다.

(라) 음색 : 음의 높이와 크기가 같아도 악기마다 고유한 특징

4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2014.04.10.,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
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
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시행) 및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단,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며, 하수구 물
소리 등 시설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소리는 제외한다.
구 분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주간(06~22)

야간(22~06)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

38

최고소음도 (Lmax, dB(A))

57

52

5분등가소음도 (Leq, dB(A))

45

40

※ 1분 등가 소음도 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 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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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크래치 살펴보기

- 층간 소음 측정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1) 스크래치란?
Scratch란 MIT대학의 Media Lab에 의해 개발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PL)이다.
Scratch는 손쉽게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어하고
제작할 수 있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14)

(2) 다운로드 및 설치
현재 Scratch는 2.0버전까지 On-line 버전, Off-line 버전이 나왔으나 센서보드를 지원하지 않
는다.(2014.10월 기준) 따라서, 센서보드를 지원하는 1.4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14) http://scratch.mi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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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홈페이지(http://scratch.mit.edu)
에 접속해서 도움말을 누른다.
② 오른쪽 하단 ‘유용한 자료들’ 중 ‘스크래
치 1.4다운로드’를 클릭한다.

③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하자.

-

(3) 스크래치 1.4 화면구성

① 메뉴표시줄 :

[언어선택] 언어를 설정,

[프로젝트 저장] : 스크래치 확장자명은 sb

② 블록팔레트 카테고리 : 동작, 제어, 형태, 관찰, 소리, 연산, 펜, 변수
③ 블록팔레트 명령 : 블록팔레트 카테고리의 상세 메뉴들(카테고리 색과 명령블록의 색이 같음)
④ 현재 스프라이트 정보
스프라이트 이름
↓
←스프라이트
잠금설정

스프라이트 방향
변경 설정 →
↑
스프라이트의 위치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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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스크립트 / 모양 / 소리 창 : [스크립트], [모양], [소리] 세 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
택된 개체가 스프라이트가 아닌 무대이면 [모양]탭이 [배경]탭으로 바뀜.

⑥ 무대(Stage) : 스프라이트를 배치하고 작업하는 공간으로 실행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곳

x:0 y:0

* 크기: 480(가로) x 360(세로)

⑦ 도구표시줄 :
⑧ 보기모드 :
⑨ 실행 / 정지 :

스프라이트의 복사 / 삭제 / 확대 / 축소
무대화면작게보기 / 무대화면크게보기 / 전체화면
시작 / 모두 중지

⑩ 스프라이트창(스프라이트 추가 / 목록창) : 생성된 스프라이트들이 나열된 곳
(4) 예제 프로그램 실행해보기
: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시간이 부족하면 예제를 실행해서 스크래치 프
로그램을 경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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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열기]

[예제] 실행

6

스크래치 센서보드 살펴보기

- 층간 소음 측정기를 만들기 위한 사운드, 터치, 빛, 슬라이드 센서가 포함된 센서보드를
살펴보고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자.
(1) 스크래치 센서보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랙티브한 이야기,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만들어 내는 것
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제작한 후 컴퓨터와
연결하여, 소리나 빛 등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센서를
부착해서 스크래치에 연결한 것이 센서보드이며, Picoboard와 Helloboard가 많이 사용된다.
센서보드
(sensor
board)

Picoboard-

Helloboard-

(2) 센서보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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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서보드 – 컴퓨터 USB 연결선 : 동작하면 RX, TX LED가 반짝인다.
② 슬라이더 센서 : 좌우로 움직이는 센서로 0~100까지 위치 값이 입력된다.
③ 사운드 센서 :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센서로 0~100까지 소리크기의 값이 입력된다.
④ 빛센서(CDS) : 주변 빛의 양을 측정해서 0~100까지 광량의 값이 입력된다.
⑤ 터치센서 : 버튼이 눌렸는지(1), 눌리지 않았는지(0)가 입력된다.
(3) 센서보드 드라이버 설치(여기에서는 helloboard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① https://sites.google.com/site/helloboardwiki/software/setupusb 로 이동한다.
② 운영체제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
(5) 센서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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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블록 카테고리에서 <관찰>을 클릭해서,
아래 두 개의 명령블록에서 오른쪽 버튼
을 클릭한다. 그리고, ScratchBoard 감시
판 보이기를 클릭한다.

② 센서보드를 연결하기 위해 [장치관리자]
를 눌러 com 포트가 몇 번인지를 확인한
다.

③ 무대에 감시판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시리얼/USB 포트 선택으로 ②에서 확인
한 포트를 눌러 확인하면 센서의 값이 바
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센서보드 예제 프로그램 실행해보기
① [파일]-[열기]- 좌측 [예제]-[sensor and motors]
② Sunrise(빛), Everything(슬라이더, 버튼, 빛, 소리), Trombone(소리, 슬라이더)
Sunrise

Everything

지붕위의 센서가 설치되어 손으로 센서를 가리면

모든 센서를 활용해볼 수 있는 예시로, 빛 센서는

빛센서의 값이 줄어들면서 배경이 밤으로 변경되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하고, 슬라이더 센서는 픽셀

고, 반대로 주변이 밝아지면 빛센서의 값이 증가하

화(모자이크 효과), 소리센서는 어안렌즈효과, 버튼

면서 낮으로 바뀐다.

은 스프라이크의 모양을 바꾸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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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mbone

FruitOphone, Squish

트럼본 악기를 본 따 만든 것으로 소리센서에 바

picoboard에 있는 저항 측정기를 통해 전류가 통하

람을 불면 악기 소기라 들리고, 슬라이더 센서가

는지를 측정하는 예제이다. 하지만, Hello board는

트럼본의 바를 움직이는 효과로 음이 달라진다.

추가 구매를 해야 하므로 이 예제는 생략한다.

7

층간소음 측정용 스마트 액자 구현하기

- 층간 소음 측정기는 센서보드와 스크래치를 통해 구현하려고 한다. 이때 스크래치를 실행
하기 위해 컴퓨터나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디지털 액자로 꾸며 사진을 슬
라이드 쇼로 보여주기 위한 스마트 액자 기능을 추가하여 층간소음 측정을 하면서 액자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액자를 구현해보자.

<시작하면서 디지털 액

<1분등가소음시 주의화

<최고소음도일 때 경고

자 슬라이드 쇼>

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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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나 경고를 10번이
상 했을 때 사과 촉구
화면>

(1) 층간 소음 측정기 기능 설계
기능

센서

기능 요약
미리 저장된 사진들을 슬라이드쇼를 통해 보여주며, 터

디지털 액자

터치센서

층간 소음 측정기 중

빛센서

낮과 밤 기능
층간 소음 측정기 중

소리센서

소음 측정 기능

치 센서를 누르면 정지모드, 다시 누르면 슬라이드쇼 모
드로 계속 변경됨
낮과 밤의 층간소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빛 센서로 낮
이면 태양이 뜨고, 밤이면 도깨비가 뜨도록 설정
조금 낮은 소리는 주의, 높은 소리는 경고를 주도록 소
리센서로 계속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여 화면에 알려주
며, 만약 10번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사과를 촉구
하는 검정색 화면이 뜨도록 함.

(2) 디지털 액자 기능 구현
슬라이드 쇼를 지원하는 디지털 액자 부분을 만들어 보자.

① 자신의 사진이나 다른 사진 등 좋아하는 사진을 10여장 정도 인터넷으로 찾아서 다운로드 한다.
② [무대] - [배경]에 가져오기로 삽입한다.

③ 변수를 만든다.

④ 터치센서를 누르면 슬라이드쇼를 on/off할 ⑤ 무대에서 다음 명령블록들을 만든다. 시
지를 결정할 슬라이드쇼 변수를 하나씩 누적 작 할 때 슬라이드쇼를 0으로 저장하고 버튼
하고

1초

뒤에

방송으로

슬라이드쇼를 을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증가하면서 홀수면

on/off할지를 결정하도록 방송을 한다.

슬라이드쇼를 움직인다. 만약 짝수면 슬라이
드쇼를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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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새로운 스프라이트 그리기]에서 슬라이 ⑦ ⑥에서 만든 스프라이트(mode)에 다음
드 쇼의 on/off 버튼을 만든다.

명령블록들을 만든다.

⑧ 시작(녹색깃발)을 눌러서 실행해본다.
- 처음에는 자동으로 슬라이드쇼 모드로 진행되며, 버튼을 누르면 ‘Slide show off’와 ‘Slide
show on’이 반복되면서 슬라이드 쇼모드를 on/off 한다.

(3) 층간소음 측정기 중 낮과 밤 부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안에 의해 낮과 밤의 기준이 다르다.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낮이
면 무대에 태양을 보이게 하고, 밤이면 무대에 도깨비를 보이게 하려고 한다. 낮과 밤의 기준
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층간소음 측정기는 실내에 설치되므로 낮에는 태양 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전등으로 밝은 빛이 비추거나 전등을 끄면 아주 어두워지는 점을 착안하여 빛센서의
수치를 정해야 한다.
① 우선 낮과 밤의 빛센서의 입력을 확인해 봐서 낮과 밤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센서 감시
판을 통해 낮과 밤의 기준을 설정해보자. 이번 예제에서는 밤은 60이하이거나 80이상으
로 설정하고, 낮은 60~80사이를 빛센서 수치로 정했다.

119

② 낮밤 스프라이트를 생성해서 해 ③ 다음과 같이 블록 명령을 작성해서 60~80사이
(sun)와 도깨비(skull)을 가져온다.

면 낮 모양으로 변경하고 60이하이거나 80이상이
면 밤 모양으로 변경한다.

(4) 층간소음 측정기 중 소음측정 부분
실제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한 것과 센서보드로 측정한 것은 센서의 정밀도나 민감도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단순 소리 센서의 값 만으로 큰 소리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 액자의 화면대신 주의나 경고를 문구가 화면에 보이도록 하려고 한다. 그리고, 위반횟
수가 10회가 넘으면 사과를 하라는 의미에서 사과를 종용하는 화면이 뜨도록 설정하려고 한
다. 심화과정에서는 1분등가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해 1분간의 소리의 값의 평균을 내도록 하려
고 한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이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① 무대에서 소리 센서의 값을 가지고 주의, 경고, 사과 등의 스프라이트를 제어하려고 한
다. 먼저 주의, 경고, 사과 스프라이트를 만들어보자. 이 스프라이트들은 평소에는 숨김으로 보
여지지 않다가 큰소리가 나거나 위반횟수가 많아지면 보여서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주의 스프라이트를 생성한다. people 폴 ③ 위반횟수 변수를 생성하고, 다음 블록 명
더의 캐릭터를 불러와서 편집으로 배경을 편 령을 만든다. 처음에 시작하면 숨기고, 주의
집하고 글씨를 넣는다. 그래야만 디지털액자 라는 방송을 받으면 0.5초씩 모양을 바꾸며
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12회를 실시해서 6초정도 화면이 보이도록
한다.

120

④ 경고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아래와 같이 ⑤ 경고 스프라이트는 큰 소리를 냈을 경우
모양을 만든다.

이므로 소리로 알려주기 위해 소리를 가져왔
으며, 녹음버튼으로 육성을 녹음해도 좋다.
그리고, 다음 블록 명령을 만들자. ③과 거의
같으며 시간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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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과는 위반횟수가 10회가 넘으면 전원이 ⑦ 처음에는 숨겼다가 위반횟수가 11회가 되
꺼질 때 까지 화면에 표기되려고 한다.

면 보이는 명령블록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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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무대 스프라이트에서 소음측정 명령 블록
을 옆과 같이 만들어보자. 위반횟수를 초기
화하고 낮과 밤의 순서로 낮에 소리센서의
값이 80보다 크면 경고를 방송하고 위반횟수
를 1씩 누적한 뒤 10초간 기다려준다. 10초
를 기다리는 이유는 경고 스프라이트가 동작
하는 것이 10초이며, 10초 중간에 소리 센서
가 또 감지를 하면 주의 스프라이트가 동작
하거나 위반횟수가 증가하는 다른 상황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낮에 소리 센서가 60보다
크고 80미만 이면 주의를 방송하고 0.5를 더
한다.
밤에는 경고는 70, 주의는 55를 기준으로 설
정했다. 이 수치는 모둠별로 활동이나 상황
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⑨ 시작(녹색 깃발)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테스트 해보자.

(5) 1분등가소음도 측정을 위한 심화 단계(시간 등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에서 만든 소음측정기는 순간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소리센서를 크게 설정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안에 1분등가소음도 소리 크기가 명시되어 있는 부
분을 심화과정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려면 0.1초씩 센서를 측정해서 총 60초이므로 600개
의 소리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리스트이다. 리스트에 0.1초 마다 소리센
서의 값을 저장한 뒤 600개 이전에는 저장된 개수만큼 나누어 평균을 구하고, 600개가 넘으면
600개의 값의 평균을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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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변수들을 만든다.

② 소리센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 리스트번호 : 저장되는 위치로 600이 넘 만든다.
으면 다시 0으로 순환함.
- 리스트번호합 : 총 저장된 소리값
- 소리평균 : 1분등가소음도
- 소리합계 : 1분등가소음도 합계
③ 1분등가소음도를 만들기 위한 단계로 0.1
초마다 소리데이터를 소리 리스트에 저장하
여 평균을 구하는 부분이다.
처음에는 변수 및 리스트를 초기화한다. 그
리고, 리스트번호가 600이전이면 현재까지의
소리센서의 값을 저장하고, 합계를 누적해서
평균을 구한다.
리스트의 값이 600개(즉, 1분)이 넘으면 전
에있는 소리값을 빼주고 다시 소리 센서의
값을 넣는다. 그리고, 합계를 누적하고 600
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다.

④ (3)-⑧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3)-⑧에
서는 주의를 단순한 센서값으로 표현했으나
③단계에서 만든 1분등가소음 평균을 이용해
서 소리 평균이 20(낮), 15(밤)이면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위반횟수도 0.5에서 1로 늘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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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작(녹색 깃발)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테스트 해보자.

(6) 추가활동
기본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더 훌륭한 층간소음 측정용 스마트액자를
완성해보자. 이 부분은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을 위한 단계이므로 어떤 아이디어든 칭찬을 해주
고 격려해서 4차시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안내해준다. 교사는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다듬어 주어야 한다.
<추가활동 예시>
① 실제 소음측정기와 비슷한 센서보드의 소리 센서의 값 찾아 적용하기
② 주의, 경고를 더 알려주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적용
③ 위반횟수가 10회를 초과했을 때 추후 안내 수정 보안
④ 5분등가소음측정 평균을 만들어서 정밀한 층간 소음 측정 장치로 업그레이드
⑤ 시작할 때 인트로 등 전체적인 내용, 디자인 등 수정
⑥ 디지털 액자 아닌 다른 방법의 장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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