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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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코딩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다른말로, 주어진 명령을 내리기 위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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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컴퓨터 언어인 ‘코드(Code)’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사
용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면 앞으로 우리는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코딩
을 배우는 것이다. 종래의 코딩교육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험 위주로 학습자의 지속적인 흥미 유발에 어려움을 가지고, 코
딩교육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코딩교육과 교구 부족 등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반려식물, 도시농업, 치유농업, 원예치료, 생태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물은 공기정화 및 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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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절의 효과뿐만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 정서안정이나 집중력, 학습능력,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교육은 코딩과 식물이 융합되어 초보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창의 융합 교육(STEAM)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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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세부 지도안은 각 교육별로 한 차시로 되어있으나 학교마다 아이들의 수준, 흥미, 상
황에 따라 여러 차시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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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도안

나. 교육 준비물 <출처: 플랜투이노 버전 1 테라리움 공기청정기 만들기, 2019. 박신애 외>
원예용품

1. 코딩으로 테라리움 공기청정기 만들기
가. STEAM 과목 요소

오늘의 활동 소개

•S 테라리움 공기
청정기 작동 원리
예상해보기

코딩과 아두이노
기본 개념 소개

바이오스피어에
대한 동영상 시청

•S 코딩과 아두이
노 이해하기
•T 코딩을 통해 작
동 가능한 물건 알
기, 미래 기술 상상
해 보기

워크북 작성

•S 바이오스피어의
원리 이해하기, 식
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요소 알기,
생태계 구성요서
파악하기

•A 나만의 바이오
스피어 구상하기

테라리움 화분
만들기

코드 설명 및 작동시키기

•S 부품 속 에너지 전환
형태 이해하기

•S 업로드 되는 과정 파
악하기

•T 다양한 부품 활용하
여 제작하기

•T 부품 작동 방법 알기

•E 부품 연결의 의미 이
해하기, 부품 작동의 원
리 알기

배합토
식물의 성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배합한 토양으로
소독된 것을 사용

세척 마사토
배수층을 위해 필요함

색돌
배합토 위에 꾸미기 위해
사용함

이름표
다육식물 또는 화분의 이
름을 적어줌

대야
다육식물을 심기 전 흙을
털 때 사용함

네임팬
이름표에 꾸미기 위함

•A 식물 배치 공간
디자인하여 심기

진로교육

•T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 이해하기, 새로운
직업에 관심가지기, 미
래직업 상상해보기

•E 프로그램 작성방법 알
기, 코드 오류 발생 시
문제 찾기

다육식물
화분에 들어갈 크기에 따
라 개수를 조정할 수 있음

•S 자연 순환 원리
이해하기, 식물의
구조 알기, 다육식
물의 특징 알기

•M 컴퓨터에 사용
되는 연산자 알기,
다양한 상황을 문
자를 사용한 식으
로 나타내보기

코딩 부품 설명 및 연결

화분
투명하고 안전한 재질이어
야함

온실 및 스마트팜 투어

코딩부품

•S 온실과 스마트팜의 원
리 이해하기

•M 코드 변경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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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나노
다른 모든 부품이 아두이
노를 중심으로 연결됨

미니 브레드 보드
이 보드 위에 선을 연결하
여 아두이노와 부품들을
연결해줌

DC팬 5V
공기를 순환시키는 팬

무탈피 커넥터
전선의 피복을 벗기지 않
고 연결 가능함

릴레이모듈
전기신호를 이용해 스위치
를 켜거나 끄는 모듈로 전
원 연결을 제어할 수 있음

점퍼케이블
아두이노와 부품 간 연결
할 수 있는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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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버튼
누르면 전기 신호가 전달
되는 버튼

다. 세부지도안
- 교육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활동명

관련 교과 단원

쉬는시간(10분)

코딩으로 테라리움 공기청정기 만들기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6과17-02] 자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을 토의할 수 있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원예활동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 목표

1. 테라리움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만들 수 있다.
2. 식물의 공기 정화 기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코딩과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4. 아두이노 기반 팬 작동 코드를 이해할 수 있다.
5. 테라리움 공기청정기 시스템을 만들고 작동시킬 수 있다.
6. 농업 및 코딩 관련 4차산업 직업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준비물

다육식물, 교재, 플랜투이노 키트, 네임펜, 깔개, 붓, 대야, 숟가락, 볼펜

활동순서

활동내용
인사나누기

도입(10분)

개입 및 주의사항

학습 환경 및 분위기 조성 → 활동 시작 알림 →
전체 인사 및 선생님 소개

1. 학습 목표 및 활동 목표 알리기
2. 오늘의 활동 내용 소개하기(테라리움 공기청정기 만들기)
- 식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를 줄 수 있을까?(상황
제시)
3. 코딩과 아두이노 기본 개념 소개하기

- 활동 내용 소개 시 완성된 테라리움 공기청정
기 작동 시연 보여주기
- 학생들의 코딩경험 파악하기

전개1(15분)
: 워크북 작성

1. 워크북 배부하기
2. 바이오스피어에 대한 동영상 보고 이야기나누기
- 바이오스피어 2는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상황제시)
- 유리병 속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으려면 어떤 요소들
이 필요할까? (창의적 설계)
3. 워크북 작성하기
4. 작성한 워크북 발표해보기

- 발표하여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전개2(30분)
: 테라리움
만들기

1. 테라리움의 개념과 원리 이야기하기
2. 식물의 공기 정화 기작에 대해 이야기하기
3. 식물 재료(다육식물) 소개하기
- 다육식물의 생김새를 관찰해보고 만져보기도 해보자(감성
적 체험)
- 다육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상황제시)
4. 테라리움 화분 만들기
- 다육식물을 배치하고 싶은 곳을 디자인하여 심어보자(창의
적 설계, 감성적 체험)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
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
할 수 있다.
[6과17-02] 자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
해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 식물에 대한 경험을 말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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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3(30분)
: 코드 설명 및
작동

1. 테라리움에 사용되는 아두이노 부품 알아보기
- 아두이노 부품들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 (상황제시)
2. 테라리움 코드 설명하기
- 버튼을 누르면 팬이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될까? (창의적 설계)
3. 코드 업로드 후 작동시켜 보기 (감성적 체험)
4. 팬 작동 시간 코드 변경해보고 다시 업로드해 작동시켜 보기
- 어떤 코드를 변경할 수 있을까? (창의적 설계)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가
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 실제 부품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시범 보이기
- 모두가 돌아가면서 작동해볼 수 있도록 지도
하기

전개5(10분)
: 진로 교육

1. 농업 및 코딩과 관련한 4차산업 직업군 소개하기: 드론 전문가,
VR전문가, 스마트 파머 등
- 생겨날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상황제시)
-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 (창의적 설계)

- 새로운 직업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에서 연관지어 말해주기

정리(25분)
: 온실 및
스마트팜 투어
및 마무리

1. 자동급수 텃밭상자, 육묘 배드 등 온실 투어하기(감성적 체험)
2. 스마트팜 투어 후 상추 수확해보기(감성적 체험)
3.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나누기
- 오늘 배운 것을 어디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창의적 설계)
4. 마무리 인사하기

- 화분 관리 방법 한번 더 말해주기

Tip

1. 아두이노 부품들은 조별로 미리 완성을 해놓고 텍스트 코드도 미리 준비하여 작동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부품을 가져가서 가정에서 만들어보도록 한다.
3. 추후 아두이노 부품의 선연결과 텍스트 코드 작성을 직접 해보도록 지도한다.
4. 가능한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 과정을 세분화하여 여러 차시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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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워크시트
•바이오스피어 동영상을 참고하여 식물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함
•식물이 유리병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도록 지도함

•아두이노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코딩으로 테라리움 공기청정기’ 에 사용되는 아두이노 부품 이
름을 알아봄

•유리병 안과 밖에 기계를 설치해도 좋고, 유리병에 시스템을 만들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주며 자
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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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피어2 관련 동영상을 본 후에 이야기를 나눠봄
•바이오스피어2 내에서 이뤄지는 자연 순환 원리를 테라리움과 비교하여 이야기해봄

•테라리움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코드작성을 해야하며, 코드에는 여러 의미를 가진 코
드들이 있음을 알려줌
•IF 문 사용에는 괄호 안에 학생들이 한글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코드는 코드 설명 시
적어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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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 코드

바. 보충 자료

1)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IDE)을 구글에서 검색하여 설치 후, 코드를 작성하면 됨

1) 테라리움이란?
•Terra(땅) + arium(용기, 방)을 합친 말로, 투명한 용기 속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

내용

아두이노가
작동하기 위한
준비 사항

비고

1. 컴퓨터에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치

* 설치 방법 : https://www.arduino.cc/en/Main/Donate		
위 사이트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 소프트웨어 - 다운로드 들어가서
‘JUST DOWNLOAD’ 클릭하여 설치			
(다운로드 설명 포함된 링크: https://blog.naver.com/john1118rosa/221306722084)

2. 지참 노트북에
CH340 드라이버 설치

* 설치 방법 : https://sparks.gogo.co.nz/ch340.html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Window CH340 driver’ 다운로드 후 압축 해제한 뒤,
SETUP 더블 클릭하여 설치점퍼케

•1829년 영국의 외과의사 워드(Ward)가 나방의 부화와 생장과정을 보고자 유리병 속에 번데기를 넣고 흙을 덮은 뒤 뚜
껑을 덮은 것에서 시작됨

2)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설치 후 작성 코드 <출처: 플랜투이노 버전 1 테라리움 공기청정기 만들기, 2019. 박신애>

#define Button 3
#define Fan 8

// D3핀에 버튼 연결(아래 코드에서 Button은 3과 동일)

// D8 팬 연결(아래 코드에서 Fan은 8과 동일)

2) 테라리움의 자연순환원리
•테라리움이 밀폐되어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자연 순환의 원리

void setup() {
pinMode(Button, INPUT);
pinMode(Fan, OUTPUT);

// Fan핀에 신호를 주는 것으로 설정

}
void loop() {
if(digitalRead(Button)==HIGH) {
digitalWrite(Fan, HIGH);
delay(10000);
} else {

식물이 심긴 용기가 밀폐

// Button핀에 신호를 받는 것으로 설정

수분은 다시 흙으로
비를 뿌리게 됨

빛 흡수 후 내부온도 상승

수분입자가 모이면 안개는
구름과 같은 작용

증산작용

// 버튼에 신호가 들어올 경우

// 팬 작동 신호 출력

// 지연 시간 10000ms

// 버튼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digitalWrite(Fan, LOW);

// 팬 미작동 신호 출력

}

용기에 물방울로 맺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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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딩으로 식물과 함께 물고기 키우기(아쿠아포닉스)

3) 테라리움에 사용되는 식물들
•관엽식물 - 식물의 잎을 주로 관상하는 식물

가. STEAM 과목 요소

오늘의 활동 소개

•S 아쿠아포닉스의
원리 생각해보기

코딩과 아두이노
기본 개념 소개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동영상 시청

•S 코딩과 아두이
노 이해하기
•T 코딩을 통해 작
동 가능한 물건 알
기, 미래 기술 상상
해 보기
•M 컴퓨터에 사용
되는 연산자 알기,
다양한 상황을 문
자를 사용한 식으
로 나타내보기

워크북 작성

•S 식물의 생명활
동에 필요한 요소
알기, 생태계 구성
요소 파악하기, 생
태계 구성 요소 간
서로 주고받는 영
향 이해하기

•A 나만의 아쿠아
포닉스 화분 꾸며
보기

아쿠아포닉스 화분
만들기
•S 식물의 구조와
특징 알기
•A 식물 배치 공간
디자인하여 심기

•다육식물 -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잎이나 줄기, 혹은 뿌리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

코딩 부품 설명 및 연결

코드 설명 및 작동시키기

•S 부품 속 에너지 전환
형태 이해하기

•S 업로드 되는 과정 파
악하기

•T 다양한 부품 활용하
여 제작하기

•T 부품 작동 방법 알기

•E 부품 연결의 의미 이
해하기, 부품 작동의 원
리 알기

진로교육

•T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 이해하기, 새로운
직업에 관심가지기, 미
래직업 상상해보기

•E 프로그램 작성방법 알
기, 코드 오류 발생 시
문제 찾기
•M 모터 작동 시간 설정
해 보기

4) 다육식물 관리법
•바람(통풍)이 잘 통하는 곳
•햇볕이 잘 드는 곳
•적정 온도: 23-25도
•적정 습도: 30% 이하

5) 테라리움 관리법
•가볍고 살균 소독된 토양이나 인공토양이 적합함
•광이 잘 드는 거실의 장식장이나 테이블에 배치
•과습을 주의하며 실내와 같은 온도의 물 주기
•심한 악취가 나거나 곰팡이 발생 시 팬을 작동시켜서 환기시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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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및 스마트팜 투어

•S 온실과 스마트팜의 원
리 이해하기

나. 교육 준비물 <출처: 플랜투이노 버전 2 식물과 함께 물고기 키우기, 2019. 박신애 외>

다. 세부지도안
- 교육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원예용품
활동명
1

2

관련 교과 단원

화분 1, 2
화분 1은 식물을 식재하며,
화분2는 수중펌프모터와
물고기를 담는 화분임

수정토
칼라소일이라고도 부르며
흙 대용으로 물을 부으면
100배로 팽창하여 식물의
뿌리를 지지해줌

식물
스킨답서스

대야
식물의 흙을 털고 물을 담
아 뿌리를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함

코딩으로 식물과 함께 물고기 키우기
[6과05-01]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
음을 설명할 수 있다.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6과17-02] 자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을 토의할 수 있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원예활동

아쿠아포닉스 만들기

활동 목표

1. 아쿠아포닉스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만들 수 있다.
2. 식물-환경 생태계 순환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코딩과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4. 아두이노 기반 시간 설정 코드를 이해할 수 있다.
5.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만들고 작동시킬 수 있다.
6. 농업 및 코딩 관련 4차산업 직업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코딩부품
준비물

스킨답서스, 교재, 플랜투이노 키트, 깔개, 대야, 볼펜

활동순서

활동내용
인사나누기

도입(10분)
아두이노 나노
다른 모든 부품이 아두이
노를 중심으로 연결됨

무탈피 커넥터
전선의 피복을 벗기지 않
고 연결 가능함

미니 브레드 보드
이 보드 위에 선을 연결하
여 아두이노와 부품들을
연결해줌

수중펌프모터
물을 식물로 공급할 수 있
도록 펌프역할을 해주는
모터

릴레이모듈
전기신호를 이용해 스위치
를 켜거나 끄는 모듈로 전
원 연결을 제어할 수 있음

점퍼케이블
아두이노와 부품 간 연결
할 수 있는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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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튜브
모터에 연결하여 식물까지
물을 넣어주는데 사용할
물관

개입 및 주의사항

학습 환경 및 분위기 조성 → 활동 시작 알림 →
전체 인사 및 선생님 소개

1. 학습 목표 및 활동 목표를 알림
2. 오늘의 활동 내용 소개(아쿠아포닉스 시스템 만들기)
- 식물과 물고기를 왜 같이 키울까?(상황제시)
3. 코딩과 아두이노 기본 개념 소개하기

- 활동 내용 소개 시 완성된 아쿠아포닉스 시스
템 작동 시연 보여주기

전개1(15분)
: 워크북 작성

1. 워크북 배부하기
2. 워크북 작성하기
- 식물과 물고기, 화분의 모양을 등을 다양하게 생각해서 나만
의 아쿠아포닉스 화분을 만들어보자(창의적 설계)
3. 식물-환경 생태계 순환 관련 동영상보고 이야기나누기
- 물고기와 식물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었을까?
- 아쿠아포닉스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상황 제시)
4. 작성한 워크북 발표해보기

- 발표하여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전개2(30분)
: 아쿠아포닉스
만들기

1. 아쿠아포닉스 개념과 원리 이야기하기
- 아쿠아포닉스가 사용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상황제시)
- 대체할 수 있는 식물이나 물고기는 무엇이 있을까?
2. 식물-환경 생태계 순환 시스템 이야기하기
3. 식물 재료(스킨답서스) 소개하기
- 스킨답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줄기, 뿌리, 잎을 관찰해보자
(감성적 체험)
4. 아쿠아포닉스 화분 만들기
- 원하는 식물을 골라서 식물을 다양한 모습으로 배치해보자
(감성적 체험)

[6과05-01]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
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
할 수 있다.
[6과17-02] 자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
해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 대체할 수 있는 식물과 물고기를 소개하며 관
심 유도하기

리얼 타임 클럭 모듈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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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워크시트
•식물과 물고기가 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
의 화분이면 좋을지 다양하게 표현해보도록 함

쉬는시간(10분)

전개3(30분)
: 코드 설명 및
작동

1. 아쿠아포닉스에 사용되는 아두이노 부품 알아보기
- 아두이노 부품들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상황 제시)
2. 아쿠아포닉스 코드 설명하기
-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모터가 작동하려면 어떤 코드를 사용해
야 될까?(창의적 설계)
3. 코드 업로드 후 작동시켜 보기(감성적 체험)
4. 모터 작동 시간 변경해보고 다시 업로드해 작동시켜 보기
- 어떤 코드를 변경할 수 있을까?(창의적 설계)

전개4(10분)
: 진로 교육

1. 농업 및 코딩과 관련한 4차산업 직업군 소개하기: 드론 전문가,
VR전문가, 스마트 파머 등
- 생겨날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상황제시)
-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할까? (창의적 설계)

정리(25분)
: 온실 및
스마트팜 투어
및 마무리

1. 자동급수 텃밭상자, 육묘 배드 등 온실 투어하기(감성적 체험)
2. 스마트팜 투어 후 상추 수확해보기(감성적 체험)
3.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나누기
- 오늘 배운 것을 어디에 활용해볼 수 있을까?(창의적 설계)
4. 마무리 인사하기

Tip

•아쿠아포닉스 화분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지 그림으로 표현해보도록 지도함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가
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 스마트팜의 원리와 배운 활동을 연관지어 생
각할 수 있도록 하기

1. 아두이노 부품들은 조별로 미리 완성을 해놓고 텍스트 코드도 미리 준비하여 작동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부품을 가져가서 가정에서 만들어보도록 한다.
3. 아쿠아포닉스에 적합한 물고기를 구입하여 함께 키워보도록 한다.
4. 추후 아두이노 부품의 선연결과 텍스트 코드 작성을 직접 해보도록 지도한다.
5. 가능한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 과정을 세분화하여 여러 차시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6. 아쿠아포닉스에 사용되는 식물에 따라서 타이머 모듈의 시간을 조정하여 관수 시간과 간격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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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코딩으로 식물과 함께 물고기 키우기’ 에 사용되는 아두이노 부
품 이름을 알아봄

•식물의 공기정화 과정을 이해해보며 수경재배와 토양재배를 비교해볼 수 있음
•식물이 주는 효과를 생각해보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식물의 장점을 말해볼 수 있도록 함

•실리콘 튜브를 수중펌프모터에 씌워서 연결하면 물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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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포닉스는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비교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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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 코드
•부품을 작동시키기 위해 코드작성을 해야하며, 코드에는 여러 의미를 가진 코드들이 있음을 알

1)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IDE)을 구글에서 검색하여 설치 후, 코드를 작성하면 됨

려줌
•IF 문 사용에는 괄호 안에 학생들이 한글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코드는 코드 설명 시

내용

비고

적어보도록 함

아두이노가
작동하기 위한
준비 사항

1. 컴퓨터에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치

* 설치 방법 : https://www.arduino.cc/en/Main/Donate		
위 사이트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 소프트웨어 - 다운로드 들어가서
‘JUST DOWNLOAD’ 클릭하여 설치			
(다운로드 설명 포함된 링크: https://blog.naver.com/john1118rosa/221306722084)

2. 지참 노트북에
CH340 드라이버 설치

* 설치 방법 : https://sparks.gogo.co.nz/ch340.html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Window CH340 driver’ 다운로드 후 압축 해제한 뒤,
SETUP 더블 클릭하여 설치점퍼케

3. 코드입력 전 아두이노
프로그램 내 설치 사항

타이머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RTClib라이브러리가 필요
* 설치 방법 : 프로그램 창 상단의 스케치 →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
라이브러리 관리에서 “RTClib”을 검색한 후, RTClib by Adafruit 설치

4. 아두이노

프로그램 내
메뉴에서 툴 설정

* 설정 방법
1. 아두이노 프로그램 창 상단의 툴 - 보드 - Arduino Nano 선택
2. 아두이노 프로그램 창 상단의 툴 - 프로세서 - ATmega328P(Old Bootloader) 선택
3. 아두이노 프로그램 툴-포트-COM(숫자) 선택

2)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설치 후 작성 코드 <출처: 플랜투이노 버전 2 식물과 함께 물고기 키우기, 2019. 박신애 외>

#include <Wire.h>

// 컴퓨터와 아두이노 간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

#include “RTClib.h”

// 타이머 모듈 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define Pump 8

// 펌프 디지털 8번 핀에 연결

RTC_DS3231 rtc;

// rtc 구조체 변수 선언

char daysOfTheWeek[7][12] =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 요일의 이름 설정

void setup () {

// 전원이 들어왔을 때 1번만 실행

Serial.begin(9600);

// 시리얼 포트의 통신 속도(bps)

pinMode(Pump, OUTPUT);
if (! rtc.begin()) {

// Pump핀에 신호를 주는 것으로 설정

// RTC를 입력받지 않으면

Serial.println(“Couldn't find RTC”);
while (1);

// 따옴표 안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출력

// 참이라면 과정을 계속 반복

}
if (rtc.lost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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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C 손실 전력 또는 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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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충 자료
rtc.adjust(DateTime(F(__DATE__), F(__TIME__)));

// 타이머 모듈에 컴퓨터 시간과 날짜로 조정

}
delay(3000);

1) 아쿠아포닉스란?

// 지연시간 3000ms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란 식물과 물고기를 동시에 같이 키우는 방법으로 수산양식(Aquaculture)과 수경농법

}

(Hydroponics)를 융합한 생산시스템
void loop () {

// 아두이노 동작 코드 무한 반복 실행

DateTime now = rtc.now();

// 타이머 모듈에 들어있는 지금 시간을 가져옴

Serial.print(now.year(), DEC);

// 현재 년을 10진수로 출력

Serial.print(‘/’);
Serial.print(now.month(), DEC);

// 현재 월을 10진수로 출력

Serial.print(‘/’);
Serial.print(now.day(), DEC);

// 현재 일을 10진수로 출력

Serial.print(“ ()”;
Serial.print(daysOfTheWeek[now.dayOfTheWeek()]);

// 현재 요일을 10진수로 출력

Serial.print(“) ”);
Serial.print(now.hour(), DEC);

// 현재 시를 10진수로 출력

Serial.print(‘:’);
Serial.print(now.minute(), DEC);

// 현재 분을 10진수로 출력

2) 아쿠아포닉스의 특징
•일반 수경재배는 양액을 넣어 물에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시켜주지만,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의 배설물과 유기물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방식으로 수질정화와 식물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태계 순환형 친환경 농법임

Serial.print(‘:’);
Serial.println(now.second(), DEC);

// 현재 초을 10진수로 출력

•일반 땅보다 3배 이상 빠른 식물의 성장속도

delay(1000);
if(now.second()%10==0) {

// 현재 초가 10이라면

digitalWrite(Pump,HIGH);

// 펌프 작동 신호 출력

delay(2000);

3) 스킨답서스란?

// 작동 시간 2초

•과 : 천남성과

}
else {

•영명 : Scindapsus

// 그렇지 않다면

digitalWrite(Pump,LOW);

•번식 : 삽목

// 펌프 미작동 신호 출력

•생육형태 : 덩굴성
•특성

}

-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자라 실내 식물로 적합함

}

- 관리가 쉽고 병해충에 강한 저항성을 가짐
- 일산화탄소 제거능력이 우수하여 주방에 두면 좋음

3) 코드를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작성해본 뒤, 업로드(∨) 누르면 작동

- 칼슘옥살레이트 성분이 있어 애완동물에게는 독성을 가짐
학명 : Epipremnum aureum

4) 아쿠아포닉스에 사용되는 식물 및 물고기
•식물이나 물고기 중 하나가 병에 걸려 한쪽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교체가 쉬운 식
물을 사용하거나 병해충에 강한 식물과 물고기(예: 구피)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아쿠아포닉스의 크기에 따라 키울 수
있는 식물과 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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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딩으로 반려식물 자동 물주기(수경재배)

채소류

가. STEAM 과목 요소
상추

콩류

애호박

브로콜리

시금치
오늘의 활동 소개

•S 테라리움 공기
청정기 작동 원리
예상해보기

과일
멜론

딸기

토마토

수박

코딩과 아두이노
기본 개념 소개

수경재배에대한
동영상 시청

•S 코딩과 아두이
노 이해하기

•S 스마트팜 원리
와 종류 알기

•T 코딩을 통해 작
동 가능한 물건 알
기, 미래 기술 상상
해 보기

•T 스마트팜 발달
에 따른 변화 이해
하기

워크북 작성

•T 스마트팜에 필
요한 미래 기술 생
각해보기
•A 나만의 스마트
팜을 만들기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
•S 식물의 구조와
특징 알기
•A 식물 배치 공간
디자인하여 심기

•M 컴퓨터에 사용
되는 연산자 알기,
다양한 상황을 문
자를 사용한 식으
로 나타내보기

허브
세이지

레몬그라스

로즈마리

제라늄

민트
코딩 부품 설명 및 연결

꽃/
관엽식물
스파티필름

아글라오네마

행운목

국화

5) 아쿠아포닉스 관리법
•주로 깨끗한 물이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수돗물을 하루 받아둔 뒤 다음날 사용함
•물고기가 살기 위해 안정적인 수온 조절이 필요하므로 온도 조절기를 활용함
•물고기를 위해 산소공급장치를 추가하여 사용해도 됨

수국

코드 설명 및 작동시키기

•S 부품 속 에너지 전환
형태 이해하기

•S 업로드 되는 과정 파
악하기

•T 다양한 부품 활용하
여 제작하기

•T 부품 작동 방법 알기

•E 부품 연결의 의미 이
해하기, 부품 작동의 원
리 알기

진로교육

•T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 이해하기, 새로운
직업에 관심가지기, 미
래직업 상상해보기, 정
보기술의 발달과 소프
트웨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 생각해보
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하기

•E 프로그램 작성방법 알
기, 코드 오류 발생 시
문제 찾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기적인 상
호 관계 분석하기, 센서
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 구
현하기
•M 함수의 개념 이해하
기, 변수와 연산자를 활
용한 프로그램 작성하
기, 모터작동 시간 설정
해보기

•물고기의 배설량을 확인하며 물고기에게 사료를 주거나 물을 관리해줘야 함
•아쿠아포닉스에서 산성도가 쉽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PH 6.8~7.0 정도의 중성도로 관리함
•식물의 상태를 관찰하며 손질하고 가지치며 아쿠아포닉스 화분 크기에 맞게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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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및 스마트팜 투어

•S 온실과 스마트팜의 원
리 이해하기

나. 교육 준비물 <출처: 플랜투이노 버전 3 반려식물 자동 물주기, 2019. 박신애 외>

다. 세부지도안
- 교육 대상 : 중학교 1~3학년

원예용품
활동명

화분
식물을 담을 수 있는 화분
과 물을 담을 수 있는 화분
이 필요함

수정토
칼라소일이라고도 부르며
흙 대용으로 물을 부으면
100배로 팽창하여 식물의
뿌리를 지지해줌

식물
스킨답서스

대야
식물의 흙을 털고 물을 담
아 뿌리를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함

관련 교과 단원

코딩부품

아두이노 나노
다른 모든 부품이 아두이
노를 중심으로 연결됨

미니 브레드 보드
이 보드 위에 선을 연결하
여 아두이노와 부품들을
연결해줌

수중펌프모터
물을 식물로 공급할 수 있
도록 펌프역할을 해주는
모터

실리콘 튜브
모터에 연결하여 식물까지
물을 넣어주는데 사용할
물관

코딩으로 반려식물 자동 물주기
[9수02-01]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9수03-04] 함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9과11-01] 식물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을 이해하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9과24-01]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9기가05-01]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
한다.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
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9정03-03]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과정을 알고리즘
으로 구상한다.
[9정04-01]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 및 특성을 이해한다.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3]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수와 연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5-01]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기적인 상호 관계 분석한다.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원예활동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

활동 목표

1. 수경재배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만들 수 있다.
2. 토양재배와 수경재배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코딩과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4. 아두이노 기반 if 함수 코드를 이해할 수 있다.
5. 수경재배 시스템을 만들고 작동시킬 수 있다.
6. 농업 및 코딩 관련 4차산업 직업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준비물

스킨답서스, 교재, 플랜투이노 키트, 깔개, 수정토, 대야, 볼펜

활동순서

활동내용
인사나누기

무탈피 커넥터
전선의 피복을 벗기지 않
고 연결 가능함

릴레이모듈
전기신호를 이용해 스위치
를 켜거나 끄는 모듈로 전
원 연결을 제어할 수 있음

점퍼케이블
아두이노와 부품 간 연결
할 수 있는 케이블

아두이노 I2C 16x2 LCD
모듈
글씨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액정 모듈

도입(10분)

전개1(15분)
: 워크북 작성
아두이노 습도센서모듈
현재 습도를 측정하는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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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및 주의사항

학습 환경 및 분위기 조성 → 활동 시작 알림 →
전체 인사 및 선생님 소개

1. 학습 목표 및 활동 목표를 알림
2. 오늘의 활동 내용 소개(수경재배 시스템 만들기)
- 수경재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 식물에게 물이 필요할 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까?
(상황제시)
3. 코딩과 아두이노 기본 개념 소개하기
1. 워크북 배부하기
2. 식물 공장 관련 동영상보고 이야기 나누기
- 예전 농업과 비교하였을 때, 지금의 스마트 팜은 어떤 모습
일까요?
3. 워크북 작성하기
- 나만의 스마트팜에 어떤 시스템들이 구현되었으면 좋을지
적어보자(창의적 설계)
4. 작성한 워크북 발표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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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내용 소개 시 완성된 수경재배 시스템 작
동 시연 보여주기
- 스마트팜의 원리와 연관지어 소개하기

- 발표하여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전개2(30분)
: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

1. 수경재배 방식 개념과 원리 이야기하기
2. 토양재배와 수경재배의 장단점 이야기하기
3. 식물 재료(스킨답서스) 소개하기
- 공기정화에 탁월한 스킨답서스를 관찰해보자(감성적 체험)
4.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감성적 체험)

라. 워크시트
[9과11-01] 식물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을 이해하
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나만의 스마트팜을 운영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그림으로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함
•핸드폰으로 스마트팜을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떤 기능들을 넣고 싶은지 아이콘이나 작동 방법을
작성해보도록 지도함

쉬는시간(10분)

•다양한 작물들을 수경재배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심고 싶은 작물들을 자유롭게 생각해보도록 함

1.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아두이노 부품 알아보기
- 각 부품에 적혀있는 영문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상황제시)
- 아두이노 부품들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상황제시)
2. 수경재배 코드 설명하기
- 물이 부족할 때 자동관수가 되려면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될
까?(창의적 설계)
3. 코드 업로드 후 작동시켜 보기(감성적 체험)
-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4. 모터 작동 기준 수분함량 변경해보고 다시 업로드해 작동시켜
보기
- 식물에 따라 수분함량을 달리해야할까?(상황 제시)

[9수02-01]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9수03-04] 함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9정03-03]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
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9정04-01]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
경 및 특성을 이해한다.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
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3]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수와 연
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5-01]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기적인
상호 관계 분석한다.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 수경재배 코드에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찾도
록 유도하기
- 오류발생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전개4(10분)
: 진로 교육

1. 농업 및 코딩과 관련한 4차산업 직업군 소개하기: 드론 전문가,
VR전문가, 스마트 파머 등
- 생겨날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상황제시)
-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창의적 설계)
- 관심이 생긴 직업을 이야기해보자(창의적 설계)

[9과24-01]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
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9기가05-01]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
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
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개
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
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정리(25분)
: 온실 및
스마트팜 투어
및 마무리

1. 자동급수 텃밭상자, 육묘 배드 등 온실 투어하기(감성적 체험)
2. 스마트팜 투어 후 상추 수확해보기
- 현재 스마트팜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감성적 체험)
3.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나누기
- 오늘 배운 것을 어디에 활용해 볼 수 있을가?(창의적 설계)
4. 마무리 인사하기

- 배운 활동을 연관지어 스마트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하기

전개3(30분)
: 코드 설명 및
작동

Tip

1. 아두이노 부품들은 조별로 미리 완성을 해놓고 텍스트 코드도 미리 준비하여 작동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부품을 가져가서 가정에서 만들어보도록 한다.
3. 추후 아두이노 부품의 선연결과 텍스트 코드 작성을 직접 해보도록 지도한다.
4. 가능한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 과정을 세분화하여 여러 차시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5. LCD에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해볼 수 있다.

30

31

•아두이노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코딩으로 반려식물 자동물주기’ 에 사용되는 아두이노 부품 이
름을 알아봄

•스마트팜이란 어떤 것일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자유롭게 작성해보도록 함
•스마트팜에서 이뤄지는 시스템들을 알아보며 스마트팜의 이점을 생각해보도록 지도함

•실리콘 튜브를 수중펌프모터에 씌워서 연결하면 물관이 됨

32

•미래의 스마트팜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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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 코드
•부품을 작동시키기 위해 코드작성을 해야하며, 코드에는 여러 의미를 가진 코드들이 있음을 알

1)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IDE)을 구글에서 검색하여 설치 후, 코드를 작성하면 됨

려줌
•IF 문 사용에는 괄호 안에 학생들이 한글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코드는 코드 설명 시

내용

비고

적어보도록 함
•IF 문을 다른 예시로 창작해보도록 지도함

아두이노가
작동하기 위한
준비 사항

1. 컴퓨터에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치

* 설치 방법 : https://www.arduino.cc/en/Main/Donate		
위 사이트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 소프트웨어 - 다운로드 들어가서
‘JUST DOWNLOAD’ 클릭하여 설치			
(다운로드 설명 포함된 링크: https://blog.naver.com/john1118rosa/221306722084)

2. 지참 노트북에
CH340 드라이버 설치

* 설치 방법 : https://sparks.gogo.co.nz/ch340.html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Window CH340 driver’ 다운로드 후 압축 해제한 뒤,
SETUP 더블 클릭하여 설치점퍼케

3. 코드입력 전 아두이노
프로그램 내 설치 사항

타이머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RTClib라이브러리가 필요
* 설치 방법 : 프로그램 창 상단의 스케치 →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
라이브러리 관리에서 “RTClib”을 검색한 후, RTClib by Adafruit 설치

4. 아두이노

프로그램 내
메뉴에서 툴 설정

* 설정 방법
1. 아두이노 프로그램 창 상단의 툴 - 보드 - Arduino Nano 선택
2. 아두이노 프로그램 창 상단의 툴 - 프로세서 - ATmega328P(Old Bootloader) 선택
3. 아두이노 프로그램 툴-포트-COM(숫자) 선택

2)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설치 후 작성 코드 <출처: 플랜투이노 버전 3 반려식물 자동 물주기, 2019. 박신애 외>

#include <Wire.h>
#include <LiquidCrystal_I2C.h>
#define Sensor A0
#define Pump 8

// LCD 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 수분센서 A0에 연결
// 펌프 D8에 연결

LiquidCrystal_I2C lcd(0x27,16,2);

// 0x20, 0x27, 0x3F 중 하나, 16칸 2줄 의미

void setup() {
pinMode(Pump, OUTPUT);
Serial.begin(9600);
lcd.init();

// LCD 초기화

lcd.backlight();

// LCD의 백라이트 초기화

lcd.setCursor(0, 0);
lcd.print(“Plantuino”);
lcd.setCursor(0, 1);

// LCD 첫번째 줄 출력
// “Plantuino” 출력
// LCD 두번째 줄 출력

lcd.print(“Hello, world !”);
delay(5000);

// “Hello, world !”출력

// 5초 지연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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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재배와 수경재배
void loop() {
int Water = analogRead(Sensor);

// Sensor의 값을 Water라는 변수에 저장

int Soil_Water = map(Water, 1023, 250, 0, 100);

// map함수는 Water의 값(1023~250)을 0~100%의 값으로

변환시켜주며, 변환된 값을 Soil_Water라는 변수에 저장
Serial.print(“Water = “);
Serial.println(Water);

// 시리얼 모니터에 따옴표 안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 출력
// Water의 값 출력 후 Enter

Serial.print(“Soil Water = “);
Serial.print(Soil_Water);
Serial.println(“ %”);

배지

흙

물(양액)

생산주기

계절적

꾸준히 생산 가능

수량성

자연에 의존

부분적 극복

안정성

화학적 비료 불가피

화학적 비료 사용 안함

장점

초기 설치비가 적음

무농약 무공해 친환경재배 가능
높은 생산성

단점

병해충 피해의 위험이 큼,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낮은 생산성

초기 설치비가 큼

// Soil_Water의 값이 50보다 작다면
// Pump가 작동함

3) 식물공장이란?

// 아니라면(50보다 크다면)

digitalWrite(Pump, LOW);

•식물을 공장에서 균일하게 생산하기 위해 시설 내의 식물을 고도의 제어된 환경에서 자동화를 통해 계획적으로 생산

// Pump 미작동

}

해내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식물공장에서는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수경재배 시스템을 이용함
// Pump 작동시간 5초

4)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식물

lcd.clear();
lcd.setCursor(0, 0);
lcd.print(“Sensor = “);
lcd.print(Water);

// LCD 첫번째 줄 출력
// 따옴표 안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 출력

// Water의 값 표시

lcd.setCursor(0, 1);

줄기의 일부분을 잘라 물에 담그면 뿌리가 생기는 식물

화훼 식물

// LCD 두번째 줄 출력

lcd.print(“Water = “);

// 따옴표 안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 출력

lcd.print(Soil_Water);

// Soil_Water의 값 표시

lcd.print(“ %”);

수경재배

// Soil_Water의 값 출력

digitalWrite(Pump, HIGH);

delay(5000);

토양재배

// % 붙이고 Enter

if (Soil_Water <= 50) {
} else {

// 그 다음 줄에 따옴표 안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 출력

구분

싱고니움

// % 출력

스킨답서스

몬스테라

아이비

장미

국화

거베라

양란

delay(5000);
}

알뿌리 식물(구근류)

채소 및 엽채소류

3) 코드를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작성해본 뒤, 업로드(∨) 누르면 작동
4) LCD 모니터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뒷면에 십자 홈 부분을 드라이버로 돌려 저항을 조절하면 됨

바. 보충 자료

히야신스

수선화

아마릴리스

튤립

토마토

5) 수경재배 관리법
•직사광선을 피해 실내에 두기

1) 수경재배란?

•1주일에 한번씩 물 갈아주기

•흙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이 들어있는 물로 식물을 키우는 것

•주기적으로 식물 주변으로 물 분무해주기
•번식 시 기근(aerial root)을 포함하여 잘라 물꽂이하기

36

37

고추

상추 및 엽채소

딸기

공통자료
*진로교육
미래직업이란?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하면서, 사회, 경제,
기술 등의 분야의 변화로 인해 출현하는 새로운 직업들
•드론 전문가, 사물 인터넷 전문가, 스마트팜 구축가 등

1) 드론 전문가
•드론(drone)은 조종사 없이 무선으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 항공기를 말하며, 드론
전문가는 세부적으로 드론 개발자와 드론 조종사를 포함함
•활동분야 : 드론제작 및 교육업체, 방송국, 영화사, 영상 제작 업체, 운항 관리 기관 등
•관련 직업 : 무인 항공촬영기사, 무인 항공기 조종 인증 전문가, 무인 항공기 시스템 개발자 등
•필요 지식 :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등의 첨단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 필요

2) 사물인터넷 전문가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물, 공간과 관련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정보가 생
성·수집·공유·활용되도록 하여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
•사회의 안전, 복지, 교통, 환경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기 위해 사물 인터
넷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찾음
•활동 분야 : 농산업, 자동차 산업, 광산업,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헬스 케어, 보안 등
•관련 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보안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통신공학 기술자, 가전제품 개발자, 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
•필요 지식 : 인공지능, 인터넷, 통신 등의 첨단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 필요

3) 스마트팜 구축가
•스마트팜 구축가는 농업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기술을 개발하
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함
•온도 및 습도, 이산화탕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나 농작물 및 가축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활동 분야 : 농업, 농·축산업 관련 연구소, 대학교, 스마트팜 관련 장치 제조 기업 등
•관련 직업 : 농업 기술자, 작물 재배 종사자, 농업용 기계 정비원, 스마트팜 운영자 등
•필요 지식 : 사물 인터넷, 공기나 토양 측정기(센서),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등 폭넓은 지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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