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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및 제작의도

6.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 언플러그드 컴퓨팅과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통해 컴퓨터 과학의 개념·원리를 학습하고
논리적인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Ⅱ. 본시 학습
#1. 루체의 부모님을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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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제시 : 과학관에서 루체의 부모님을 만나야 해요.

2. 학습목표
- 내용목표

2. 창의적설계 및 감성적 체험
: 미션! 루체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① 컴퓨터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다.
② 컴퓨터의 명령 실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다.
③ 알고리즘과 코딩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루체의 부모님이 루체와 뚜루(로봇)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학습활동 : 엔트리를 이용한 뚜루(로봇)의 LED 조절
2. 창의적설계 및 감성적 체험
: 미션! 루체의 부모님이 멀리에서도 루체와 뚜루(로봇)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참고자료 :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빠른 길을 알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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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효율적인 명령을 설계할 수 있다.
⑤ 최소 비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과정목표
① 언플러그드 컴퓨팅 활동을 통해 컴퓨터의 언어를 알 수 있다.
② 순차적 실행을 통해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로봇을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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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과목 요소

5. 평가 계획

- S : 컴퓨터 과학 / 언플러그드 컴퓨팅 / 피지컬 컴퓨팅
- T : 엔트리 프로그램 코딩 / 로봇 코딩
- E : 로봇 작동
- A :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 모색
- M : 이진법 / 최단경로 설계

평가척도

평가내용

상

중

하

엔트리를 사용하여 뚜루(로봇)를 조종할 수 있는가?
여러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설계할 수 있는가?
컴퓨터를 통해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4. STEAM 학습준거
상황제시(Co)

6. 차시별 교수학습과정안

- 빠르게 목적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빠른 길을 찾아라!
관련교과

국어, 수학, 과학, 미술

수업차시

3차시(1차시/40분)

창의적 설계(CD)
국어 : 3-1-8 의견이 있어요, 3-2-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 최소비용 설계 통하여 최단 시간으로 도착하는 경로를 찾는다.

4-2-1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요

감성적 체험(ET)
- 언플러그드 컴퓨팅 활동을 통하여 컴퓨터과학을 이해한다.

수학 : 3-1-2 덧셈과 뺄셈, 3-1-8 길이와 시간,
관련단원

3-2-8 규칙 찾기와 문제해결, 4-2-8 규칙 찾기와 문제해결
과학 : 3-1-1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 조별 미션활동을 통해 서로의 협동심을 기른다.
- 설계한 명령이 로봇에게 전달되어 움직이는 과정을 피지컬 컴퓨팅을 통하여 학습하고 미래의 로봇에

4-1-1 과학자처럼 탐구해볼까요?

대하여 상상해 본다.

미술 : 4-1-3 상상하며 표현하기

- 컴퓨터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며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른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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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경로를 설계하고 미션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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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자료 및 유의점

Ⅰ. 수업지도안
Ⅱ.
본시학습 - #1. 루체의 부모님을 찾아 주세요.

내 친구 뚜루와 함께하는 코딩 놀이터

학습과정

Ⅱ. 본시학습

#(1차시) - 루체의 부모님을 찾아 주세요.
A 과학관에서 루체의 부모님을 만나야 해요.

상황제시

- 퇴관시간이 다 되어가는 혼잡한 과학관에서 루체가 부모님을

(10분)

빨리 만나야 하는 상황임을 제시한다.
A M 루체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플러그드 컴퓨팅 활동)
창의적 설계
및
감성적 체험
(30분)

-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가장 빠른 길을
찾아야 함을 지도한다.

■ 로봇
(뚜루뚜루),
로봇 명령카드,

T E A M 라인트레이싱을 활용한 뚜루(로봇) 작동

(언플러그드 컴퓨팅과 피지컬 컴퓨팅 활동)

과학관 보드판
(라인 없는 것)

TIP. 뚜루(로봇)의 라인트레이싱 기능을 간단히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다.
#(2~3차시) - 루체의 부모님이 뚜루(로봇)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로봇
학습활동
(10분)

T E 엔트리를 이용한 뚜루(로봇)의 LED 조절

-엔
 트리를 통해 뚜루(로봇)의 LED의 색깔을 변화 시키는 코딩을
지도한다.

(뚜루뚜루),

#1.
루체의 부모님을
찾아 주세요.

엔트리, 과학관
보드판
(라인 없는 것)

T E A M 루체의 부모님이 멀리에서도 루체와 뚜루(로봇)

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언플러그드 컴퓨팅과 피지컬
컴퓨팅 활동)
창의적 설계
및
감성적 체험
(70분)

-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찾은 길을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통해
뚜루(로봇)가 찾아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미션수행 후 사용한 교구의 정리를 지도한다.
A 수업 내용 토론/해결 방법 공유 및 정리

- 미션을 수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의논하고 느낀 점을

■ 로봇
(뚜루뚜루),
로봇 명령카드,
엔트리, 과학관
보드판
(라인 없는 것)

공유한다.
- 미션수행에서 사용한 자신만의 전략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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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설계 및 감성적 체험

1. 상황제시
루체의 부모님이 과학관으로 루체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과학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루체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딩동 댕동~♪♪
5시 30분은 과학관
퇴관 시간입니다.

교수 지도 방안
라인트레이싱 명령을 사용하여 언플러그드 컴퓨팅 및 피지컬 컴퓨팅을 한다. 격자 명령과
라인트레이싱의 차이점을 인지시키면서 지도한다.

관

주과학

국립광

관
학
학관
과
과관
주
주학
광
광과
립
주
국립
국
광
국립

엄마는 지금
천문교육숙박동 앞에
있어.

어쩌면 좋지?
10분 후면 과학관 퇴관
시간이 되는데...
엄마랑 아빠를 어떻게 만나지?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미션1. 루 체의 부모님이 스타카에서 루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루체가 부모님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뚜루(로봇)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아빠는 스페이스360
앞에 있단다.

걱정 마!
나와 함께 부모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아래의 빈칸에 자신이 연결한 건물과 길의 순서를 써보세요.

놀이터→생태연못→천문교육 숙박동→아이스크림 로봇→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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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2. 루 체의 부모님이 각각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아빠는 스페이스360 앞에서, 엄마는 천문교육

미션3. 뚜루(로봇)의 라인트레이싱 기능을 활용해서 미션 2에서 찾은 길을 루체와 뚜루(로봇)가

숙박동 앞에서 루체를 찾고 있습니다. 루체가 아빠를 만나서 엄마에게 갈 수 있도록 뚜루(

이동할 수 있게 마커 펜으로 길을 직접 그려서 이동시켜 주세요.

로봇)는 빠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잠깐! 라인트레이싱 카드는 뚜루(로봇)에게 선을 쫓아가게 하는 명령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뚜루

(단, 한번 지나간 길은 다시 못 지나갑니다.)

(로봇)에게 입력하면 뚜루(로봇)는 자신의 바닥에 그려진 선을 쫓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준비물

과학관 보드판 1개

뚜루 1개

명령카드 1셋트

아래의 빈칸에 자신이 연결한 건물과 길의 순서를 써보세요.

놀이터→스페이스360→공룡동산→안내 데스크→생태연못→천문교육 숙박동

자신이 찾은 가장 빠른 길을 마커 펜으로 표시해봅시다.

TIP. 학
 생들마다 다른 경로를 설계했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다를 것이고 들려야하는 장소도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경로를 설계함에 따라서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토론하고 어느 쪽이 더 빠르고 효율이
좋은 경로인지를 언플러그드 컴퓨팅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우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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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시학습 - #2. 루체의 부모님이 루체와 뚜루(로봇)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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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활동
엔트리를 이용하여 뚜루(로봇)를 이동시켜 봅시다.

1. 컴퓨터와 뚜루(로봇)를 연결합시다.

#2.
루체의 부모님이
루체와 뚜루(로봇)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아래의 명령 블록을 알아보고 사용해 봅시다!
: 방향키를 설정하고 지정된 키를 누르면
연결된 블록이 실행이 돼요.

: 뚜루의 머리 부분에 지정된 색의 불빛이
켜져요.

: 라인트레이싱 상태를 켜고 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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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시학습 - #2. 루체의 부모님이 루체와 뚜루(로봇)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친구 뚜루와 함께하는 코딩 놀이터

2. 창의적 설계 및 감성적 체험 Ⅱ Ⅱ
미션! 루 체의 부모님이 멀리에서도 루체와 뚜루(로봇)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Q1.

뚜루(로봇)가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파란색의 빛을 내며 루체의 부모님에게 갈수 있도록

Q2.

뚜루(로봇)가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붉은색의 빛을 내며 멈춰서 잠시 쉴 수 있도록

(미션2에서 찾은 길을 활용해 주세요.)

도와주세요.(엔트리 코딩을 사용해 주세요.)

도와주세요.(엔트리 코딩을 사용해 주세요.)

루체와 뚜루(로봇)가 함께 찾은 빠른 길을 엔트리로 안내해주세요.

준비물
과학관 보드판 1개

12

뚜루 1개

명령카드 1셋트

엔트리

13

내 친구 뚜루와 함께하는 코딩 놀이터

3. 참고자료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빠른 길을 알려줄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잠을 잘 때 필요한 침낭,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텐트, 즐겁게 식사를 하기 위한 음식 등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 말고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게 길을 안내해주는
도구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

내 친구 뚜루와 함께하는 코딩 놀이터
옛날에는 자신이 잘 모르는 새로운 지역에 가야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여러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낯선곳을 갈 때도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앞서 함께 배운 ‘가장 빠른 길을 찾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을 컴퓨터 학자들은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우리가 같이 학습하고 실습한
것처럼 내비게이션도 출발점에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찾고, 각각의 길마다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가장 빠른 길을 찾습니다.
이러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으며, 지하철과 같이 복잡한
노선을 안내하는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답니다.

(언플러그드에서 피지컬 컴퓨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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