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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용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특징
- 본 프로그램은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 중심 학문분야 융합형 탐구 활동 프로그
램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
는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을 생산하고
홍보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가 직면한 윤지적인 딜레마 상황이 무엇이지 이해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게 다양한 위험 상황에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법
규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및 토의 과
정을 통해 다가올 사회 속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가치와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
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세워보게 하여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모
형 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창작 위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본 프로그램의 최종 교육적 목적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 즐기고, 소통해봄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성찰의 장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용 방법
-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교사용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안내하였습니다. 각 주제별로 앞쪽에 학교급별로 연계된 과목별 교육과정과 ‘차시별 활동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별로 교수・학습 과
정안을 제시하여 수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정안이나 수
업 활동 내용에

을 제시하여 수업 적용 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용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자유학기제용 교수・학습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
여 작성하였습니다.
- 학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전체 또는 차시(부분) 등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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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차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관련교과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

국어

(내용요소) [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성취기준)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토론 능력을 기르
기 위해 설정하였다.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 및 오류에
대해 근거를 들어 말하는 것이다. 주장과 논박을 중심으로 한 토론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

(내용요소)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
향과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
는 진로를 탐색한다.
(성취기준) 정보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보윤리의식을
갖추고,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컴퓨터과학의 관
점에서 재해석하고 창의 융햡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1
2
3

기술·가정

(내용요소) [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성취기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미디어와 이동통신을 조사하고 발표하
여 다양한 통신 매체의 특성을 한다. 또한 미디어와 이동통신의 사용 방법을
알고 직접 활용해 보고 발표한다.

4

정보

(내용표현)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성취기준)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적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설계하고 개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다.

국어

(내용요소) [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성취기준)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토론 능력을 기르
기 위해 설정하였다.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 및 오류에
대해 근거를 들어 말하는 것이다. 주장과 논박을 중심으로 한 토론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

(내용요소)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
향과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
는 진로를 탐색한다.
(성취기준) 정보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보윤리의식을
갖추고,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컴퓨터과학의 관
점에서 재해석하고 창의 융햡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7

미술

(내용요소)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성취기준)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 탐색 및 표현 과정 계획 능력, 표현 과정에서 다
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내용요소)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 탐색 및 표현 과정 계획 능력, 표현 과정에서 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8

기술·가정

(내용표현) [9기가05-09] 적정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정기술 체
험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고 평가한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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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적정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적정기술 체
험 활동을 통하여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 실현, 평가한다.

과학

(내용표현)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
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성취기준) 첨단 과학기술에 적용된 과학 원리 및 탐구 활동의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첨단 과학기
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을 생산하고 홍보하는 역량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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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코딩과 자율주행자동차

● 주제 개요
중학교 자유학기제형 프로그램인 ‘코딩과 자율주행자동차’는 1차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적 딜레마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직면한 윤지적인 딜레마 상황이 무엇이지 이해하고 정해진 규
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게 다양한 위험 상황에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
는 법규에 대해 조사해보고 법규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봄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부분 자율과 완전 자율 기술 단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간과 로봇 간 협력
운전의 사고 위험성과 자율주행의 윤리적 딜레만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
였다. 3차시 자율주행 기술 단계 중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단계에 대해 이해
하고,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각 단계별 관련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의 제어 범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차시 자동차 조정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보자는 스마트 폰과 자동차의 통신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스마트폰 앱을 앱 인벤터라는 블록
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활 속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앱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5
차시 자동차 제어 앱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자동차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 관한 정책과 규제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6차시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한
인지 능력을 위한 다양한 상황과 센서의 기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미해결 쟁점을 이해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차시 다
양한 형태를 가지는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제작하기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접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실험해보기 위해 다양한 도로를 제작해보고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자
동차에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차시 내가 만든 도로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움직여보고 인간의 제어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와 관
련한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성찰의 장이 될 것이며, 첨단 과학 기술에 적용된 탐구 활동의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첨
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을 생산하고 홍보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습 목표
1) 자율주행자동차가 직면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2)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게 다양한 위험상황에 어떤 윤리적 기준
을 적용해 판단하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알고리즘을 활용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 5

3)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여 법규로 만들어 적용하였을 경우 그 법
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토론해 볼 수 있다.
4)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부분 자율과 완전 자율 기술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5) 인간과 로봇 간 협력 운전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학습하고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
제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6)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각 단계별 관련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의 제어
범위에 대해 토론한다.
7) 자동차 조정 기능을 가진 앱 제작이라는 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올바른 자료 수
집 능력, 과학지식 활용 능력, 융합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다.
8) 자율주행 자동차 제어를 통해 인간과 자동차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1-3 단계의 자
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9) 자율주행 기술 4-5 단계인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해 이해하고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미해결 쟁점을 이해하고 함께 토론한다.
10)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미래의 도로는 어떻게 제작되어야하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
야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1)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
록 한다.

● STEAM 과목 요소
‣ 과학원리(S, T, E, M) : 자율주행 기술 5단계를 이애하고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한다.
‣ 예술활동(A) : 내가 만든 도로에서 달리는 친구들의 자동차는 어떤 어려움을 격을 수 있을
까? 나만의 도로를 만들어보자.
‣ 자신이 설계한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들을 관찰하며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며, 서로 즐기
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준거
‣ 상황제시
- 자율주행자동차가 직면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위험 상
황에 어떤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할 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첨단 제품인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아두이노, 아두이노 자동
차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회로의 원리 이해을 위한 상황을 제시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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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사용된 모터, 센서 등의 학습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는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이해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차, 반복, 조건, 함수 등에 대
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한다.

‣ 창의적 설계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조
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법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문
제를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본다.
-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알고리즘을 코딩해본다.
- 블록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코딩해본
다.
- 전자회로 부품인 모터 제어, 장애물 감지 센서, 라인 감지 센서 등에 대해 학습하고 이
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회로를 설계해 본다.
-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이해하
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다양한 함수의 조합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
주행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딩해보자.
- 자율주행자동차의 움직임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통
해 컴퓨팅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를 제시를 통해 이를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융합적·창의적 설계를 해본다.
‣ 감성적 체험
- 사고 상황에 사람도 판단하기 힘든 문제를 사람이 코딩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상황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가 되어 공감해
본다.
- 내가 만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서로 규칙을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통해 모둠별
자동차 경주 대회를 운영하여 모둠별 협동심을 통한 감성적 체험을 해본다.
- 서로가 만든 자율주행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서로 잘된 점, 보완할 점 그리고 제
작에 대해 후기를 써서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를 해본다.
- 내가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와 친구들이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의 움직임을 함께 관찰하
고 서로의 자동차을 이용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며 즐겁게 체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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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단계

차시명

주요 내용
도입
(10분)

관련 교과목

자율주행자동츼 윤리적 딜레마 이해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와 책임 문제 이해하

상황 제시 자율주행자동차
1

학습

및

의 윤리적

활동

문제 해결

딜레마

(30분)

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와 책임 문제에 대한

국어,

법규 조사하기

정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가진 윤리적
문제 이해하기

마무리
(5분)
도입
(5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규정과 법규에 대
해 이해하기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해 이해하기
완전 자율주행과 부분 자율주행에 대해 이
해하기

상황 제시
2

및
문제 해결

자율주행 기술
단계

학습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활동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30분)

인간과 로봇이 간 협력 운전의 사고 위험성

국어,
정보

에 대해 이해하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문제점 이해하기
마무리

3

창의적
설계

(5분)

차의 편리성에 대해 생각하기

도입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이

(5분)

해하기

인간이

학습

제어하는

활동

자율주행자동차

(30분)
마무리
(5분)
도입
(5분)

4

5

창의적
설계

창의적

자동차 제어
스마트폰 앱
만들기

인간이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와 부분 자율주행자동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조
하하기

국어,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기술이 인간의 판

정보

단을 반영하는 범위에 대해 토론하기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자
신의 생각 표현하기
앱 개발 도구인 앱 인벤터에 대해 이해하기

학습

간단한 스마트 폰 앱 만들어 보기

활동

자동차 조정 앱 화면 디자인하기

(30분)

자동차 조정 앱 코딩하기

마무리

내가 만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자율주

(5분)

행자동차의 움직이기

도입

자동차 제어 앱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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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정,
정보

국어,

(5분)
학습
설계

제어하는

활동

자율주행자동차

(20분)

의 윤리적 기준

제어하기
인간과 자동차의 역할을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설명하기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책과

정보

규제 조사하고 이해하기

마무리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정

(15분)

책 및 규제 생각하기

도입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

(5분)

에 대해 이해하기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간의

인간의
6

창의적

제어없이

설계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

학습
활동
(30분)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차이
점 이해하기

국어,

자율주행자동차의 미해결 쟁점 이해하기

정보

정확한 인지 능력을 위한 자율주행 상황과
기술에 대해 이해하기

마무리
(5분)
도입
(5분)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에 대해 생각
하기
도로와 교차로에 대해 이해하기
도로의 의미와 교차로의 종류에 대해 이해

7

창의적
설계

자율주행을

학습

위한 도로

활동

만들기

(30분)

하기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대해 생각
하기

미술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 만
들기

마무리

인간의
8

창의적
설계

(5분)

임 관찰하기

도입

내가 만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주행하

(10분)

제어없이

학습

움직이는

활동

자율주행차의

(25분)

윤리적 기준

내가 만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움직

기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관찰
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의 책임에

기술·가정,
과학

대해 이해하기

마무리

예측되지 않는 미래의 중요한 윤리기준에

(10분)

대해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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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척도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

중

하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한 영역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

해 창의적인 개념으로 정

한 학습 내용을 가지고 정

의를 내림

의를 내림

자율주행자동
차에 대한
윤리적 인식
영역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올바
로 정의내리지 못함

창의적
설계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 이해 및 해
결로 제시한 내용이 창의
적임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력이

집중

좋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
선을 다함

감성적
체험

흥미와
참여도

상식적인
공감도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도전 과제 해결을 위
해 적극적으로 참여함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 이해를 인간

딜레마의 문제를 제대로 이

중신으로 이해함

해하지 못함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
력은 있지만 문제 해결
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음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
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

간의 흥미가 있으며 도

가 거의 없으며 도전 과

전

제 해결 과정에 거의 참

과제

해결

과정에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여하지 않음

주어진 주제가 내포하는 문

주어진 주제가 내포하는 문

주어진 주제가 내포하는 문

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

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

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

식하고 공감함

느 정도 인식하고 공감함

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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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번호

이름

창의적 설계

3차시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기술의 정의

평가
영역
번호

이름

4차시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자동차와
스마트 폰이 통신하는
앱 설계하기

6차시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7차시
주행 중 접하게 될
여러 상황을 고려한
도로 설계하기

감성적 체험
1차시
자율주행자동차가의
윤리적 딜레마를
감성적으로 이해하기

2차시
인간과 로봇 간 협력
운전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감성적으로
이해하기

5차시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8차시
인간이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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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평가

방법

영역

감성적

평가 척도
평가기준
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인
가?

체험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성취감, 보람)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시 및 인식 범위가 창의적인가?
자기
평가
창의적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한 이해가 창의적인 개념으로 정의 내렸는가?

설계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동차 앱의 설계가 잘 이루어졌는가?
도로 제작에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창
의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동료

창의적

평가

설계

전체 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발하고 생각지 못한 내용을 제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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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중학교 1차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 1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학습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주제

차시

1/8

• 자율주행자동차가 직면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게 다양한 위험상황에 어떤 윤리적 기

학습

준을 적용해 판단하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목표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여 법규로 만들어 적용하였을 경우 그 법
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토론해 볼 수 있다.
상황 제시

융합

창의적 설계

준거

감성적 체험
교수학습
자료

자율주행 자동차가 직면한 윤리적인 딜레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및 책임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토론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비디오, 동영상 자료, 사진 자료,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상황제시> 자율주행자동차가 직면한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 이해한다.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5‘

도입

오성욱, “딜레마에 빠진 자율주행 자동차”, <서울시립대신문>, 2017.09.01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자율주행자동차가 직면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신이 태운 승객을 지켜야할까? 길을 걷고 있
는 보행자를 지켜야할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신의 의견을 적

학습

어본다.
▣ 교사 활동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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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의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단계의 운전자의 개입 정도에
대해 설명한다.

7‘

- 학생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와 책임 문제에 대해 이해한다.
- 학생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자료를 조사한다.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자율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상항을 제시한다.
-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한
다.

활동

학생들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
차의 윤리적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잘 되어

15‘

있어야한다. 그리므로 상황 제시 및 자료 조사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선행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자율주행자동차가 처하게 될 상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윤리

8‘

적 기준이나 법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학생들은 자신이 법규를 만들기 위해 [상황제시]어떤 상황에서 [문제해
결]자율주행자동차가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지 법규를 만들어 본
다.
-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법규를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본다.
<감성적 체험>

5‘

▣ 교사 활동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

마무리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법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학생들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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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주제 01

¦ 자율주행자동차가 직면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게 다양한 위험상황에 어떤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여 법규로 만들어 적용하였을 경우 그 법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토론해 볼 수 있다.

● 무엇이 필요할까 ●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PC, 비디오, 사진 자료, 학습지
● 생각 열기 ●
1. 자율주행 자동차가 직면한 윤리적인 딜레마
◆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무단 횡단 보행자가 나타난다면, 자율주행 차량은 어
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승객을 살리고 보행자를 치어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승객이 다치더라도 보행
자를 살려야 할까요?

오성욱, “딜레마에 빠진 자율주행 자동차”, <서울시립대신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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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딜레마
그리 머지않은 미래, 당신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산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의 눈앞에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급격히 방향을 틀지 않으면 눈앞의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
나 방향을 바꾸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당신이 죽게 됩니다. 자, 당신은 이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어
떤 결정을 내리길 바라십니까?
SF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냐고요? 아닙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 이른바 '자율주
행자동차(무인자동차)'는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 앞에 나타날 현실입니다. 구글은 내후년(2017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애플은 물론 벤츠, 도요타 등 전
통적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자율주행자동차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꼭 풀어야 할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서 누
구를 희생시켜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는 이와 관련해 "자율주행자동차가 누군
가를 죽이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 ("Why Self-Driving Cars Must be Programmed to Kill.")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맞닥뜨렸을 때를 가정합니다.
상황 A를 보시죠. 그대로 직진하면 10명을 치고, 방향을 급격히 꺾으면 1명을 치게 됩니다.
상황 B는 그대로 직진하면 보행자 1명을 치는 것이고, 급격히 방향을 바꾸면 차에 타고 있는 본인 1명만 크
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C는 더욱 곤혹스럽습니다. 그대로 직진하면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급격히 방향을 틀면 차에 타고
있는 본인 1명만 죽거나 다치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프로그램
되어야 할까요?
이런 윤리적 딜레마는 '트롤리 딜레마'라는 윤리학의 고전적 문제의 변형입니다.
[트롤리 딜레마] '기관사 본인을 포함해 5명의 사람을 태운 기차가 절벽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선로를 바꾸면 5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선로를 지나는 남자 1명
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트롤리 딜레마를 포함해 운전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프로그램해
놓아야 하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사전에 도덕적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더
욱 문제가 복잡합니다.
몇몇 학자들이 이런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희생자의
수가 적은 방향으로 프로그램되는 쪽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차를 타기를
바라지만 본인은 타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차 앞에 나타난 많은 사람을 목숨을 구하기 차에 탄
본인이 희생되는 상황은 누구나 싫을 테니까요.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 주고 차를 사고 싶진 않겠죠.
자율주행자동차가 곧 상용화되면 이런 문제는 강의실에서 벌어지는 지적 유희가 아니라 도로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도덕적 문제를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자율주행자동차가 현실화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
해 보입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3490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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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키우기 ●
2.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와 책임 문제
◆ 자동차의 운전은 주변 환경을 눈으로 인지하고, 이를 두뇌에서 판단하여, 차로와 속도 등을 결정하는 끊
임없는 피드백 과정이다. 운전자는 운행 중 차의 내부 상황과 외부 주행 도로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눈으
로 인지하여 자신의 안전을 극대화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뇌에서 판단을 하
게 된다.
운전자의 뇌는 주변상황 인지정보를 뇌에서 처리하고 운전 중 판단하게 되며, 판단된 운전 방법에 대해
사람의 손과 다리를 이용해 자동차의 브레이크 혹은 핸들을 조작함으로서 기계에 전달하고, 차량을 제어
하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절차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은 차에 장착
된 센서를 이용해 도로와 운전 환경을 인지 혹은 관찰하여 차선, 속도, 경로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판단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어 장치로 전달되고 움직이게 된다.
◆ 자율주행기술 단계에 따른 윤리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단계는 자동차가 주행에 있어 운전자의 개입 정도
의 수준을 단계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수준

단계 1
운전자 지원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교통시스템 역할

- 일반 차량과 동일

윤리

- 운전자가 전적으로 윤리적
책임
- 운전자가 대부분 윤리적 책

단계 2
부분적 자동화

단계 3
조건부 자동화

- 차량의 자동화 기능 향상을 위한 도로개선
- 교통시스템 역할 동일

- 운영 구간에서의 도로 정비와 책임 발생
- 일부 구간의 특정 조건에서 도로, 차량, 교통
정보 제공으로 자율주행의 효율성 증대
- 차량-도로간 통신용 도로인프라 고도화,

단계 4
고수준 자동화

도로 정비와 책임 발생
- 고수준 자동화 조건에서 경로, 차선 선택
을 위한 도로, 교통, 기상상황 등 제공
- 차량-도로간 통신용 도로인프라 고도화,

단계 5
완전 자동화

도로 정비와 책임 발생
- 완전 자동화 조건에서 경로, 차선 선택을
위한 도로, 교통, 기상상황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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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시스템의 윤리는 거의 관련
없음
- 운전자는 돌발 상황 대응 시
윤리적 책임
- 시스템은 조건부 자동화 운
전시 윤리적 책임 발생
- 운전자의 윤리적 책임은 최
소화
- 시스템의 윤리적 책임은 최
대화
- 시스템이 전적으로 윤리적
책임

◆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이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악용되거나 특정 이해 집단에 의해 특정 윤리 기준이나 판단 기준
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의 문제를 다루는 법제나 정책이 없어 인공지능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생각 펼치기 ●
◆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무단 횡단 보행자가 나타난다면, 자율 주행 차량은 어
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승객을 살리고 보행자를 치어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승객이 다치더라도 보행
자를 살려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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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가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는 데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윤리
적인 기준을 적용해야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봅시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 생각 다지기 ●
4. [선택 활동]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법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예)
독일 정부는 8월 23일 세계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는 어떤
경우에도 기물이나 동물에 앞서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며 이는 사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기물을 파손하거나 동물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가장 덜 다치게 할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특히 이 경우,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의 성별, 연령, 심신 장애 여부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기준은 보행자와 운전자 가운데 누구의 안전을 우선할 것이냐는 문제에 이르면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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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트롤리 딜레마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 상황을 제시하고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 트롤리 문제 >
①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 기차가 달리고 있다. 레일 위에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트
롤리가 이대로 달린다면 5명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레일변환기로 트롤리의 방향
을 바꾸는 것뿐이다. 그런데 다른 레일 위에는 1명의 인부가 있다. 당신은 트롤리의 방향을 바꿀 것
인가?

→ 이 문제는 영국의 윤리 철학자인 필리파 푸트(Philippa R. Foot)가 제안한 것으로, 응답자의 89%가 “방
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Joshua Greene)은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로 응답자의 뇌 활동도를 조사
했는데, 그 결과 합리적, 이성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전전두엽 부위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②당신은 육교 위에서 트롤리가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는 5명의
인부를 향해 달리고 있다. 무거운 것을 떨어뜨려 트롤리를 멈춰야 하는데, 육교에는 뚱뚱한 사람 한
명이 있을 뿐이다. 당신은 몸무게가 적어 육교에서 떨어져도 트롤리를 멈출 수 없고, 뚱뚱한 사람을
떠밀 경우 확실히 트롤리를 멈출 수 있다. 그렇다면 뚱뚱한 사람을 육교 아래로 떨어뜨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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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미국 도덕 철학자인 주디스 톰슨(Judith J. Thomson)이 문제 ①에 이어 추가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응답자들의 78%가 뚱뚱한 사람을 육교 아래로 밀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문제 ①과 마찬가지로 조슈아 그린(Joshua Greene)이 fMRI로 응답자의 뇌 활동도를 조사한 결과, 이번에
는 편도체(amygdala)를 포함한 정서와 관계된 뇌 부위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지식백과] 트롤리 딜레마 [Trolley dilemma]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심리편, (주) 북이십일
21세기북스 )
2. 자율주행자의 윤리적 딜레마

윤리학의 고전적 문제인 트롤리 딜레마가 21세기 자율주행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
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도록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짜야하는가?’가 이 고민의 핵심입니다.
[MIT 테크놀로지리뷰]에서는 다음의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자율주행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
습니다. 상황A는 직진하면 10명을 치게 되고, 방향을 꺾으면 1명을 치게 됩니다. 상황B는 직진하면 보행자
1명을 치게 되고, 방향을 꺾으면 운전자 본인 1명만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
황C에서 더 혼란스럽게 발생합니다. 상황C에서는 그대로 직진하면 여러 명이 다치거나 죽고, 방향을 꺾으
면 운전자 본인 1명만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논문의 저자는 각각의 경우에 자율주행 알고리
즘이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설계되어야 할지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슈&NDSL] 자율주행이 해결해야할 윤리적 문제, 트롤리 딜레마
(http://www.ndsl.kr/ndsl/issueNdsl/detail.do?techSq=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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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차시

자율주행 기술 단계

● 2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자율주행 기술 단계

차시

2/8

•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부분 자율과 완전 자율 기술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인간과 로봇 간 협력 운전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학습하고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
제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자율주행 기술 단계 이해하기

창의적 설계

부분 자율주행 기술과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하기

감성적 체험

부분 자율주행 기술과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기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동영상,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상황제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해 이해

5‘

단계

한다.

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자료 활용

▣ 교사 활동 :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해 설명한다.
도입

- 학생들이 자율주행 기술 단계 5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인간이 개
입하는 부분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
행 기술에 대해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자율주행 기술을 부분 자율주행(1-3단계)와 완전자율
학습
활동

10‘

주행(4-5단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학생들은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표현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
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생각을 창의적·감성적으로 표현한다.
▣ 교사 활동 :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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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도록 한다.
-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한다.
학생들이 부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
과 로봇 간 협력 상황을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인간과 로봇 간 협력 운전에 문제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5‘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인간과 로봇 간 협력 운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 상황에 창의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의 생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7‘

- 학생들은 제시되는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
현한다.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

5‘

른 윤리적 결정이 필요하다 이 윤리적 결정이 선택인
가? 강제된 상황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제시되는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
현한다.

<창의적 설계>

5‘

▣ 교사 활동 :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이 제공하는 편리성에
마무리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정확이
이해하고 이 기술 중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율주행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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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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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02

자율주행 기술 단계

¦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부분 자율과 완전 자율 기술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인간과 로봇 간 협력 운전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학습하고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 무엇이 필요할까 ●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아두이노 보드, 전자 회로 소자, 학습지
● 생각 열기 ●
1. 자율주행 기술 단계는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자율주행기능에 따라 1-3단계(부분 자율)과 4-5
단계(완전 자율)로 구분 짓는다. 자율 주행은 사람과 자동차간의 운전 활동 분담 및 자율 주행 시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를 구분한다.
- 단계 0 : 사람이 모든 운전 활동을 담당
- 단계 1 : 운전자를 보조하여 손이나 발을 뗄 수 있는 기능이 작동
- 단계 2 : 두 개 이상의 기능이 결합되어 손과 발을 동시에 뗄 수 있는 경우
- 단계 3 : 자율주행 모드 중 스스로 운전하나 돌발상황 발생시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
- 단계 4 : 자율주행 모드중 스스로 운전하며 돌발상황에서도 개입 없이 시스템 주행
- 단계 5 : 별도의 자율주행 모드 없이 상시적으로 경로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율주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과 정책과제”, 장필성,백서인,최병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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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키우기 ●
2. 자율주행은 “Hand off” (단계 1~2) → “Eye off” (단계 3) → “Mind off” (단계 4~5)
순서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 단계 1~3는 부분 자율주행, 단계 4~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 가능하다.
- 완전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모드동안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며, 전 구간을 주행하거나 특정
구간의 이동을 완전히 자동차 스스로 끝내는 것이다.
- 부분 자율주행은 엄밀하게는 주변 환경 감지를 자동차가 담당하는 단계 3로만 정의할 수도 있으나 넓게는
레벨 1~2도 포함한다.
- 부분 자율주행이 현재 자율주행의 기술의 진화라면 완전 자율주행은 기술의 혁명으로 볼 수 있다.
◆ 자율주행은의 1-2 단계를 “Hand off”, 3 단계를 “Eye off”, 4-5 단계를 “Mind off”라 한다. 단계별
붙여진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보세요.

참고자료)

[오토데일리] “日 자동차 업계가 예측한 자율주행차 전망은?”, 2016년12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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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펼치기 ●
3. 자율주행서비스 중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전자는 항시 운전을 할 수 있어야하
는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 인간과 로봇이 번갈아가며 운전의 책임을 맡는 협력 운전이 필연적으로 인간의 주의 태만으로 이어져 사
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인간과 로봇 간 협력 운전의 사고 위험성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과 정책과제”, 장필성,백서인,최병삼, 2018

◆ 인간과 로봇 간 협력 운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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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자가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여 주행하며, 주행 시스템은 모든 도로 형태, 속도 범위 및 환
경적 조건에서 완전히 스스로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의 편의성 보장,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제
공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 문제, 딜레마 상황에서의 갈등, 오작동 위험 및 외부 공격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윤리적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 선택이 선택이 아
닌 강제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자유 선택이 적용되게 할 수 없을까? 여러분의 생
각을 기술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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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
5. 부분 자율주행와 완전 자율주행이 제공하는 편리성에 대해 알아보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과 정책과제”, 장필성,백서인,최병삼, 2018

6. 여러분은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중 하나가 주어진다면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 것입니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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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이유
① 교통사고 감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교통사고로 124만 명이 사망한다. 전쟁에서 죽는 사망자보다 교통사고로 죽
는 사망자가 더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원인은 90%이상이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
이며,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졸음운전으로 발생한다. 자율주행차는 이런 사람의 한계를
극복한다. 컴퓨터는 사람처럼 졸지 않으며, 주의를 빼앗기는 일도 없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데이터
에 이미 저장된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매뉴얼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

태국건강증진재단, “Sleepiness is Stronger than you”,2011년

② 교통 혼잡 문제 해결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한 대의 차량이 아니라 여러 대의 차량을 함께 통제할 수 있다. 차간 안전거리
를 사람이 운전할 때처럼 길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차처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여
러 차량이 한 몸인 것처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주행을 군집주행이라고 하며, 주로 화물 트럭에
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
③ 운전자의 시간 절약
자율주행차를 타면 운전하는 동안 운전 외에 다른 것에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며 목적지에 도착
한 뒤에 주차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차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할 필요도 없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있는 곳으로 자율주행차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자가 이동 확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면 누군가 대신 운전을 해줘야만 한다. 자율주행차는 차별 없이 모든 사
람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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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차의 문제와 한계
① 사라질 직업들
우선 사람들이 더 이상 운전을 배울 필요가 없어지므로 운전면허 학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
는 그나마 괜찮으나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직업이 위협받고, 버스와 택시 운전사, 화물차 운전사,
택배기사 등의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연게된 다른 직업군도 위협받는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는 더 이상 주차요원이 필요 없게 되고 자동차 보험사는 개인을 위한 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② 법적 문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자율주행차가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럴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 마련도 선행
되어야 한다.
③ 통신, 보안문제
④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의 현재와 미래 (김정훈, 주간기술동향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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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차시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

● 3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차시

3/8

• 자율주행 기술 단계 중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단계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
목표

•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각 단계별 관련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의 제어
범위에 대해 토론한다.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상황 제시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에 대해 이해하기

창의적 설계

자율주행 기술 중 1-3단계에 인간의 판단 범위 토론하기

감성적 체험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생각하기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상황 제시>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
자

5‘

단계

자료 및 유의점

<창의적 설계>
도입

▣ 교사 활동 : 1-3 단계인 부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 학생들은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1-3 단
계의 기술에 대해 이해한다.

▣ 교사 활동 : 현재 개발중인 1-3 단계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자동
차의 관련 기술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7‘

- 학생들은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살펴보며, 바퀴를 어떻게
움직이면 자동차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생각한다.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 조사 내용을 수업 진행 전
전개

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자료를 조사해 올 수 있도록 하여 이
를 토대로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1-3 단계의 기술이 인간의 판단을 얼마나 판단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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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 학생들은 제시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 토론하
며 이해할 수 있다.

8‘

<감성적 체험>

10‘

▣ 교사 활동 :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토론할 수 있
정리

도록 한다.
-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제 상황을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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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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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03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 기술 단계 중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단계에 대해 이해한다.
¦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각 단계별 관련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의 제어 범
위에 대해 토론한다.

● 무엇이 필요할까 ●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아두이노 보드, 모터와 전자 회로 소자, 학습지
● 생각 열기 ●
1.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 단계 0 은 자동화 영역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운전자(사람)가 항상 조향, 브레이크, 속도 등을 제어하는
비자동 단계이다. 센서는 단순정보인식 기능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경고한다.
- 단계 1

운전자가 대부분의 운행기능을 제어하며 조향 또는 속도제어 등 특정기능이 차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다. 선택적 능동제어가 가능한 단계로 운전대 또는 페달 중 단일기능 운전지원·운전
자 주행제어 보조가 가능한 단계이다. 즉, 운전자는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없지만 전방주시 의무가 있다.
- 단계 2 부분자율주행(Partially Automated)이 가능한 통합 능동제어 단계이다. 운전대와 페달을 통합
하여 자동제어를 지원하는 단계로 운전자는 손과 발을 뗄 수 있지만 전방주시의무는 2단계에서도 적용된
다. 현재 소개되고 있고 상용화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량이 2단계에 해당된다.
- 단계 3 운전자의 특정한 교통 환경(예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요 안전 제어기능을 차량에게 이전시킬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자동운전 작동시점을 결정해야 하며 특정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시
스템적으로 자율주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해 결정할 때 운전자에게 운행권한이 넘어온다. 3
단계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센싱 기능 외에도 통신(정밀측위/V2X/보안), 지도(고정밀 맵) 등 자
동차와 인프라(ICT/ITS)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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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키우기 ●
2.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 1-3단계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각 단계에 대해 기술해보자.
◆ 현재 개발중이거나 개발된 각 단계의 관련 기술을 조사하고 기술해보자.

단계

관련 기술

‘순항 제어’를 뜻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1단계

설정된 속도의 주행 기능, 차선 이탈 경보 장치(LDWS),
자동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AEB) 등이 대표적인 기술
이다. 다만 모든

기능
적으로는 센서와 ADAS 맵 연동이 필요한데 최근 국내 제네시스 등에
2단계

적
용중인 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HDA : Highway Driving Assist)이
대표
적인 예

3단계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센
3단계

싱 기능 외에도 통신(정밀측위/V2X/보안), 지도(고정밀 맵) 등 자동차
와
인프라(ICT/ITS) 간의 통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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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펼치기 ●
3. 각 단계의 기술이 인간의 판단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봅시다.

단계

1단계

2단계

인간의 제어 범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특정 자동화 기능들이 추가
된 단계

‘자율주행’다운 기술이 탑재되는 단계로 자동차가
운전자를 좀 더 많은 범위에서 보조한다

현재 다수의 자동차 업계의 기업들이 많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이다. 특정 상황에서 차량이 운전자의 도움 없이 교통
신호와 도로 흐름을 인식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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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
5.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신이 느낀 생각에 대해 서술해보세요.

토론을 통해 느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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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설명 및 현재 상용 단계 관련 동영상1
자율주행기술의 단계별 설명, 현재 적용된 기술의 단계, 반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량에 대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QKbzisdEls
KTV국민방송, “자율주행차의 시대! 자율주행기술 6단계”, YouTube, 2018년1월1일.
2.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설명 및 현재 상용 단계 관련 동영상2
자율주행기술의 단계별 자세한 설명, 현재 적용된 기술의 단계, 통신사와 자동차 회사 양쪽에서 개발 중
인 자율주행차 비교 등에 대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0EfzAb3YF4
채널A뉴스, “자율주행차 ‘5개의 관문’...국내 기술 어디까지?”, YouTube, 2018년5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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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4차시

자동차 제어 스마트폰 앱 만들기

● 4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자동차 제어 스마트 폰 앱 만들기

차시

4/8

•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동차가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 스마트 폰 제작을 위해 앱인벤터라는 블록형 프로그램을 다루어 보고 생활 속에서 사

학습
목표

용하는 스마트 폰 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 자동차 조정 기능을 가진 앱 제작이라는 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올바른 자료 수
집 능력, 과학지식 활용 능력, 융합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앱 개발 도구인 앱인벤터에 대해 이해하기

창의적 설계

자동차 조장 앱 만들기

감성적 체험

내가 만든 앱을 이용해 자동차 움직이기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PC,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상황 제시> 앱 개발 도구인 앱인벤터에 대해 이해한다.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5‘

<창의적 설계>
도입

▣ 교사 활동 : 앱 개발을 위한 블록형 프로그램 도구인 앱인벤터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구글 계정 및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폰을 준비하
고 앱인벤터를 시작한다.
▣ 교사 활동 : 앱인벤터의 화면 구성을 설명하고 간단한 앱을 만들어
7‘

볼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스마트 폰의 가속도 센서의 원리를 이해하고 가속도
센서가 감지되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앱을 만든다.
전개

앱인벤터 구성
- 디자인 : 화면 구성에 필요한 컨포넌트, 화면에는 없지만 동
작해야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컴퍼넌트[ex)가속도 센서]를 설정

5‘

- 블록 : 화면에 구성된 컴퍼넌트를 제어하는 명령 블록을
이용하여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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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자동차 조정 앱의 디자인 화면을 구성해 볼 수 있도록
앱 화면을 보여주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앱 화면을 보고 자신만의 색깔과
모양으로 앱을 디자인한다.

8‘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동차 조정 앱 디자인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버튼, 목록 선택 등 꼭 필요한 컨포넌트
를 구성 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한다.
▣ 교사 활동 : 자동차 조정 앱이 동작할 수 있도록 코딩한다.
- 자동차와 스마트 폰이 서로 통신하는 방법으로 블루투스 방식

5‘

을 사용하기로 한다.
- 학생들은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고 버튼을 누를
때 마다 그 값을 자동차로 전달할 수 있도록 코딩한다.

<감성적 체험>
정리

10‘

▣ 교사 활동 : 학생들이 만든 앱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모듈을 탑재한
아두이노 자동차를 움직여본다.
- 학생들은 자신의 앱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움직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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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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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04

자동차 제어 스마트폰 앱 만들기

¦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동차가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스마트 폰 제작을 위해 앱인벤터라는 블록형 프로그램을 다루어 보고 생활 속에서 사용하
는 스마트 폰 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 자동차 조정 기능을 가진 앱 제작이라는 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올바른 자료 수집
능력, 과학지식 활용 능력, 융합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무엇이 필요할까 ●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PC, 학습지
● 생각 열기 ●
1. 구글과 MIT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웹 기반의 앱 개발 도구인 앱 인벤터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52 ￭ 2018 중학교 자유학기용 프로그램[교사용]

2. 앱 인벤터의 구성을 이해해 봅시다.

● 생각 키우기 ●
2. 간단한 앱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 스마트 폰을 흔들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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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펼치기 ●
3. 자동차 조정 앱의 디자인 화면을 구성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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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
4. 자동차 조정 앱을 코딩해 봅시다.
◆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자동차와 스마트 폰이 통신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봅시다.

◆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에게 클릭한 버튼의 번호를 전달하는 코딩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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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앱인벤터(App Inventor)
앱 인벤터(App Inventor for Android)는 원래 구글이 제공한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금은 매
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스크래치와 스타로고 TNG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매우 비슷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므로 사용
자들이 시각 객체들을 드래그 앤드 드롭하여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
다. 앱 인벤터 제작 시 구글은 구글 온라인 개발 환경에서 이룬 노고와 더불어 과거의 상당한 연구를 교육
컴퓨팅에 쏟았다.
[위키백과] 앱인벤터
2. 안드로이드(Android)
세계 각국의 이동통신 관련 회사 연합체인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OHA；Open Handset Alliance)'가
2007년 11월에 공개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세계적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Google)사가 작은 회사인 안드로
이드사를 인수하여 개발하였으며, 따라서 '구글 안드로이드'라고도 한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Linux) 2.6 커널을 기반으로 강력한 운영체제(OS；operating system)와 포괄적 라이브
러리 세트, 풍부한 멀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한다.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운영체제인 '윈도'에 비유할 수 있는데, 휴대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여 인터넷과
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폰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 가전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연동성도 갖추
고 있다.
안드로이드가 다른 휴대폰 운영체제인 애플의 'iOS',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모바일', 노키아의 '심비안'과
차별화되는 것은 완전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종전에는 휴대폰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마다 운영체제
가 달라 개별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였다.
이에 비하여 안드로이드는 기반 기술인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누구라도 이를 이용하여 소프트
웨어와 기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자들은 이를 확장, 대체 또는 재사용하여 사용자들에
게 풍부하고 통합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휴대폰 단말기를 안드로이드폰이라고 하며, 이 플랫폼에서 응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
이션을 거래하는 온라인 공간을 '안드로이드 마켓'이라고 한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 '드로이드(Droid)'를 2009년 최고의 디지털 기기로 선정하였다.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안드로
이드폰은 2010년 1월에 출시된 모토로라의 '모토로이(Motoroi)'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드로이드 [Android]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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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5차시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기준

● 5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기준

차시

5/8

• 자동차 제어 앱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 제어를 통해 인간과 자동차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1-3 단계의

학습
목표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상용화된 2 단계 자동차의 관련 정책과 규제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자동차 제어 앱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움직이기

창의적 설계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이해하기

감성적 체험

인간이 제어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정책과 규제에 대해 생각하기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상황 제시> 자동차 제어 앱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제어에 대해
이해한다.

5‘

단계

자료 및 유의점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4차시에 제작한 자동차 제어 앱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한다.

도입

- 학생들은 자신이 제작한 앱을 이용하여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제어해본다.
중등 차시대체형 3차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센서가 부착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앱으로 조정할 수 있도
록 한다. 제작을 과정의 수업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추가 차
시를 확보하여 수업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자동차 제어 앱을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7‘

제어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개

한다.
-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앱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어
해보면서 발생한 문제 상황들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5‘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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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 교사 활동 : 인간과 자동차가 가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1-3단걔의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3차에 학습한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 기술인 1-3
단계의 기술을 토대로 인가과 자동차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서술한다.
▣ 교사 활동 :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2단계 자동차의 관련 정책과 규

8‘

제애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수업 전 주어진 자료 조사를 충실히 하고 관련 내용
에 대해 이해한다.
수업 진행 전에 자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토론하며
생각의 깊이와 창의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5‘

<감성적 체험>
정리

10‘

▣ 교사 활동 :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정책 및 규정
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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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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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05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기준

¦ 자동차 제어 앱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 제어를 통해 인간과 자동차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1-3 단계의 자율
주행 기술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상용화된 2 단계 자동차의 관련 정책과 규제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 무엇이 필요할까 ●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부품, 학습지
● 생각 열기 ●
1. 자동차 제어 앱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제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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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키우기 ●
2. 자동차 제어 앱을 이용한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제어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해보
자.

3.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어해보면서 인간과 자동차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1-3단
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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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펼치기 ●
4.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2단계 자동차의 관련 정책과 규제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나라

정책 및 규제

참고자료)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국•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지침”,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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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정책 및 규제
참고자료)

미국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국•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지
침”, 해외 ICT R&D 정책동향2017

자율주행자동차 알고리즘을 활용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 65

나라

정책 및 규제
참고자료)

독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국•독일의 자율주행자
동차 관련 지침”, 해외 ICT R&D 정책동향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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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
5.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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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독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이슈
독일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개발하거나 실험 중인 많은 완전 자율주행 또는 일부 자동화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본질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제1항 (부분 또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항 특히 모든 개인에 대한 보호는 어떤 공리주의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3항 도로나 교통의 공공성을 상기하면서 모든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카가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을 공
공 섹터가 책임져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라이선싱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한다는 것을 밝힌다.
제4항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보호에 대해 갖고 있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기술이 법에
명시되어 구현될 때는 개인 선택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와 안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언급한다.
제5항 자율주행이 실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처음부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야 함을 강조하지만,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6항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피해 최소화 기술을 모두 드러낼 수 있을 때 사회적으로나 윤리
적으로 권한 위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단지 기술 명령어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말한다.
제7항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목숨이 최상위에 놓여야 하며, 이는 동물이나 재산 피해가 나더라도 개인
의 부상을 피하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안전과 목숨이 그 어떤 것보다 상위
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선언한다.
제8항 우리가 그동안 논의해 왔던 사회윤리 딜레마의 경우를 언급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나 예견할 수 없
는 행위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 선택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제9항 다시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개인의 특성(나이, 성별, 물리적, 정신적 차이)을 기반으로 어떤 차별적
판단과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제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금지 사항을 언급한다.
제10항 사고의 책무는 운전자에서 생산자, 기술 시스템 운영자, 인프라와 정책, 법률 결정을 위한 기관에
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이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지적한다.
제11항 자율주행에 따른 손실의 책임은 다른 제조물 책임과 같이 원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제12항 새로운 기술과 그 채택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에 의해 리
뷰 받고 공개적으로 소통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제13항 철도나 비행기와는 다르게 도로의 모든 차를 연결하거나 중앙 통제에 놓는 것이 현재 가능하지 않
으며, 이런 것이 현존하는 디지털 인프라 안에서 차량에 대한 감시나 조작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에 대해 윤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제14항 차량에 대한 공격, IT 시스템에 대한 조작이나 내부적 약점에 대한 해킹 같은 것에 도로 교통이 피
해를 받지 않아야 자율주행이 정당화될 것이고, 그래야 시민의 확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15항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
거나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를 사용하는 권리는 자동차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이 있
으며 이를 초기부터 명확히 해야 함을 제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독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이슈” (한상기, 이슈&트랜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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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6차시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

● 6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차시

5/8

• 자율주행 기술 4-5 단계인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해 이해한다.

학습
목표

•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미해결 쟁점을 이해하고 함께 토론한다.
• 정확한 인지 능력을 위한 다양한 상황과 센서의 기술에 대해 이해한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에 대해 이해하기

창의적 설계

자율주행자동차의 미해결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

감성적 체험

미래 기술인 완전 자율주행은 어떤 환경일까?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PC,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상황 제시>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에 대
해 알아보자.

5‘

단계

자료 및 유의점

<창의적 설계>
도입

▣ 교사 활동 : 4-5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차이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단
계에 대해 이해한다.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미해결

7‘

쟁점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미해결 쟁점 외 다른 상황에 대
해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한다.
전개
5‘
▣ 교사 활동 : 정확한 인지 능력을 위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사용
되는 센서와 그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센서의 기술이나 새로운 기능의 센서에 대해 이해하
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움직이는 환경에 대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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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감성적 체험>

10‘

▣ 교사 활동 : 미래 기술이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다양한
정리

시간(분)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미래 도래할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현재의 부족한 기
술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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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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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06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 기술 4-5 단계인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해 이해한다.
¦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미해결 쟁점을 이해하고 함께 토론한다.
¦ 정확한 인지 능력을 위한 다양한 상황과 센서의 기술에 대해 이해한다.

● 무엇이 필요할까 ●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부품, 학습지
● 생각 열기 ●
1.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 단계 4 :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단계이다. 비포장도로 혹은 지도에 표기되
어 있지 않은 도로 등 차량이 도로 상황을 감지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단계에서도 자동차 스스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4단계에서는 기술, 통신,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최적의 환경이 뒷
받침되어야 하며, 현재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 자율주행 선도 기업들이 시험주행을 통해 4단계의 기
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 단계 5 :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 단계이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완벽한 사물인터넷 환경을 갖고 있으며, 자율 주행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비서,
건강체크, 자동차와의 대화까지 가능한 기술이 구현된다.

2. 인간이 제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 단계 3 이후의 자율주행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스템 정의에 의해 의도된 구간 내에서 운전자는 주
행환경을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단계 1-2의 경우 자동비상제동, 차선유지, 차선변경 등 부분적
자율주행기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나 여전히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관한 제어와 감시가 필요하다. 단계3
과 단계4는 시스템이 운전하는 실질적 자율주행에 해당하지만 단계 3에서는 시스템이 주행상황을 모니터
링하며 운전자는 언제라도 시스템에 의한 제어권 전환 요청(take over request)에 적절히 반응하여 필
요한 경우 제어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계 4에 이르러야 비로소 운전자가 제어권 전
환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안전운전에 있어 역할과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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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키우기 ●
3.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미해결 쟁점
- 위험 결정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규정 및 정책이 필요 : 4-5 단계 기술이 적용되어 운행 중에
있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없으며 평가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 또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표준화할
만한 사례 또한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인가 차별·희생 지양과 손해 최소화 원칙 : 많은 생명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와 합의점을
찾기 어려다.
- 자기 보호와 타인 보호 간의 관계 : 자기보호는 우선 시 되지만 주행 위험과 관련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
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4. 3에 제시된 상황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토론해봅시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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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펼치기 ●
5. 정확한 인지 능력을 위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센서와 그 역할에 대해 알
아보자.

-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센서의 기술이나 새로운 기능의 센서 등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움직이는
도로 환경이나 발생할 수 있는 특이 상황을 생각해보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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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
5. 다양한 센서를 결합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인지를 하려고 하지만 센서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한계가 발생한다.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상에 대해 생각해보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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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영화 속 자율주행 자동차 소개 동영상
쥬라기 공원 (1993), 토탈리콜 (1990), 로건 (2017), 데몰리션맨 (1993), 전격Z작전 (Knight Rider, 1982)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등 SF 영화 속 자율주행자동차의 모습과 기술에 대해 보여주는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rxGIppqEv0
R무비, “영화 속 최고의 자율주행 자동차7”, YouTube, 2018년7월8일.
2.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제로 한 영화
<모놀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차 안에 홀로 남겨둔 아이가 자동차 키를 잠그면서 벌어
지는 아찔한 상황을 그린 스릴러이다.
‘모놀리스’는 운전자의 안전을 100% 보장하기 위해 만든
최첨단 SUV 자동차의 이름이다.
나노 기술을 적용한 방탄 차체에 초박형 방탄 창문과 각기 다른 위험
을 감지하는 25개의 센서와 독자적인 잠금 모드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엡을 이용해 차 외부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며 운전자와
대화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릴리스’라는 이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
술이 탑재되어 있다.
영화는 인간을 보호하는 최첨단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작품이
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점점 더 인간의 선택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마치 어두운 터널처럼 자동차 모놀리스는 샌드라와 그녀의 아들 데이
비드를 보호하지만 거꾸로 최악의 적이 되기도 한다. 시나리오 작가
이자 연출가인 이반 실베스트리니는 이 영화를 심리스틸러로 규정하
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공포영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aum 영화]모놀리스(Monoli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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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7차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만들기

● 7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제작하기

차시

7/8

• 자율주행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어떤 도로가 필요한지 생각할 수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접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실험해보기 위해 다양한

학습
목표

도로를 제작해보고 문제 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미래의 도로는 어떻게 제작되어야하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
야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순차, 반족, 조건문 등 프로그램 알고리즘 이해하기

창의적 설계

함수를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제어 알고리즘 코딩하기

감성적 체험

내가 만든 코딩으로 자동차의 움직임 관찰하기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도록 제작 재료,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상황 제시> 도로와 교차로에 대해 알아보자.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5‘

<창의적 설계>

도입

▣ 교사 활동 : 도로와 교차로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도로를 생각한다.
- 학생들은 도로와 교차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구조에 대해 생각한다.

▣ 교사 활동 : 제작할 자동차의 크기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자동차가 움
직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생각한 후 도로를 구상하도록 한다.

7‘

- 학생들은 자동차의 크기를 고려하여 자신만의 도로를 설계한다. 또한
자신이 설계한 도로를 설명한다.
<창의적 설계>

전개

▣ 교사 활동 : 학생들이 설계한 도로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

5‘

고 도로를 만들도록 한다.
- 학생들은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이 설계한 도로를 제작한다.
도로 제작에 있어 자동차가 회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회전 공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 주행을 관찰하기 위해 도로 설계
에 교차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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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잘된 점과 보완 점
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8‘

-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도로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며, 다른 친구가 만
든 도로의 잘된 점과 보완 점에 대해 서로 소통한다.

5‘

<감성적 체험>

10‘

▣ 교사 활동 :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의 움직임을 관

정리

찰하기에 적합한 도로에 대해 설명한다.
- 학생들이 자신과 친구들의 작품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주행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도로에 대해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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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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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만들기

주제 07

¦ 자율주행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어떤 도로가 필요한지 생각할 수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접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실험해보기 위해 다양한 도
로를 제작해보고 문제 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미래의 도로는 어떻게 제작되어야하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야하
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무엇이 필요할까 ●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PC, 학습지
● 생각 열기 ●
1. 도로와 교차로에 대해 알아보자.
◆ 도로법상 도로의 의미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을 의미
◆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
◆ 교차로의 의미
- 두 개의 다른 철도 노선이나 도로 등이 동일한 평면상에서 서로 엇갈리는 지점을 의미
- 대부분의 도로상의 교차로에는 신호등을 설치해 통행을 조정한다.
- 교차로의 종류에는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등이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도로(「도로법」상)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네이버 지식백과] 건축법상도로 [建築法上道路]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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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구조와 부속물들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생각 키우기 ●
2. 도로 만들기
◆ 자동차 크기 : 가로 : 15cm , 세로 :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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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크기를 고려한 도로 설계하고 자신이 설계한 도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보자.

자동차의 크기와 주어진 재료에 맞게 도로를 설계하도록 하며, 도로의 구조와 실제 길이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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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펼치기 ●
3. 도로 만들기
◆ 자신이 생각한 도로를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만들어보자.

Photo by rawpixel on Unsplash

● 생각 다지기 ●
4. 자율주행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하기에 위해 자신이 만든 도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생각해봅
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재료 또는 방법을 사용했는지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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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도로의 구조
도로의 구조는 직선부와 곡선부가 다르고, 터널부에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로 구조의 기본이
되는 횡단형상(橫斷形狀)은 차도(車道) ·갓길 ·중앙분리대 등으로 분류되며, 가로에서는 이 외에 보도 ·측구
(側溝) 등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가장 단순한 경우인데 차도는 고속차(자동차)와 완속차(자전거, 우마
차 등)의 구별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보행자도 같이 이용한다. 또 갓길은 차도를 보호할 뿐 아니라 보행자
의 통행과 때로는 노상시설대도 이 위에 설치된다. ② 완속교통 또는 고속교통이 많아서 ①로서 처리할 수
없을 때며, 이때는 고속차도는 완전히 자동차류만의 교통에 쓰이고, 분리대로 완속교통과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완속차도는 완속차와 자전거가 통행한다. 분리대는 노상시설대, 식수대를 겸할 때도 있다. ③ 보행
자의 교통이 많을 경우며, 고속차도 ·완속차도를 분리대로 분리하지 않고,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차도로부
터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보도의 일부는 노상시설대로 충당되고 식수대를 겸할 때도 있다. 지방도시 내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④ 목적별로 너비가 분리되어 있으며, 다시 보행자를 위해서 보도를 따로 분리
하고 있다. 그리고 보도의 일부는 노상시설대와 식수대를 겸한다. ⑤ ④의 고속차도가 중앙분리대에서 왕
복방향으로 분리되고, 다시 고속차도는 고속차선과 저속차선으로 구분되어, 일반 도로로서 가장 세분된 목
적별 너비를 가지고 있다. ⑥ 고속교통만을 위한 고속도로로서 보행자를 위한 보도는 없다. ⑦ 시내(市內)
를 관통하는 도시고속화도로로서 이것도 보도는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로의 구조 (두산백과)
2. 도로의 종류
전국의 도로를 도로법에 의해서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분류한다.
고속국도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도로로서 노선의 지정, 구조 관리 및 보전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고, 중요도시 ·지정항
만 ·중요한 공항 또는 관광지 등을 상호 연락하는 도로인데,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다. 또한 특별
시도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구역 내의 도로로서, 서울시장과 각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
다.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다.
도로를 이용목적에 의해서 분류하면 일반공중용으로 일반도로,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도로, 유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도로, 자동차의 쾌주(快走)를 목적으로 하는 드라이브웨이가 있다. 전용도로
로는 자동차도로 ·고속도자동차도로 ·자전거도 등이 있다. 군사용으로 쓰이는 군사도로, 경작용의 경작도,
산림 내의 운반용 도로로서 산림도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로의 종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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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8차시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기준

● 8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해차의 윤리적 기준

차시

8/8

• 내가 만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어진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하고 이를
관찰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
록 한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교수학습
자료

내가 만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움직이고 관찰하기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생각
하기
미래의 자동차에게 어떤 윤리적 기준이 중요한가?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pc,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상황 제시> 내다 만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어진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하기

5‘

단계

도입

자료 및 유의점

▣ 교사 활동 : 7차시에서 제작한 도로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
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7차시에서 제작한 도로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주행을 관찰한다.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정해진 도로에서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로 위

7‘

에서 자동차의 주행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주행을 관찰하고 주행에 불필요한 상황이나 추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전개

- 학생들은 도로 환경에 다양한 방해 요소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자율주행 전략을 세운다.

5‘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윤리적 딜레마의 책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의 책임이 어디에 있
는지 생각하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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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가 해킹당
한다면에 대한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정리

▣ 교사 활동 : 아직 예측되지 않는 기술을 보유한 자율주행자동차
를 위한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채택해야할까?에 대해 함께 생
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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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료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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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기준

주제 08

¦ 내가 만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어진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하고 이를 관찰
할 수 있다.
¦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무엇이 필요할까 ●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제작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한 도로, 스마트폰 앱

● 생각 열기 ●
1. 내가 만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어진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하기

Created by Vectorpocket - 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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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키우기 ●
2. 정해진 도로에서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로 위에서 자동차의 주행을 관찰해보자.
◆ 자동차의 주행을 관찰하여 주행에 불필요하게 발생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 분석해봅시다.

자동차의 주행을 관찰하여 파악한 문제점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해 기술할 수 있도
록 한다.

◆ 도로 환경에 다양한 방해 요소를 설정하고 자율주행 전략을 논의해봅시다.

Photo by Mimi Thian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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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펼치기 ●
3.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의 책임은 차량 제조 회사의 책임인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법규
를 규정한 국가의 책임인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4. 인간의 제어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가 해킹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참고자료)
2015년 7월 화이트 햇 해커인 찰리 밀러와 크리스 밸러섹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지프 체로키를
해킹했다. 지프 체로키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모델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차를 포함하는 큰 범
주인 ‘커넥티드카’가 해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찰리 밀러와 크리스 밸러섹은 인터넷
으로 지프 체로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뚫고 고속 주행 중이던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 등
핵심 기능을 원격으로 조정했다. 이 해킹 실험이 발표된 후 크라이슬러는 취약점이 있는 모델 140
만대를 리콜했다.
2015년 8월 보안 연구가 케빈 마하페이와 마크 로저스가 테슬라모터스의 자율주행 전기차 ‘모델S’
의 보안상 허점을 찾아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원격으로 모델S를 해킹해 트렁크를 여닫고 자동차
문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었다. 또 멈춰 있는 모델S의 시동을 걸거나 주행 중인 차량을 멈
출 수 있었다.
2016년 9월 테슬라의 모델S에서 보안 취약점이 또다시 발견됐다. 이번에는 중국 텐센트 킨 시큐리
티 랩의 보안 연구원들이 해킹에 성공했다. 연구원들은 19km 떨어진 곳에서 모델S를 해킹해 잠금
장치, 브레이크 등을 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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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
5. 아직 예측되지 않는 기술을 보유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윤리적 기준을 채택한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윤리적 정책과 규범을 정해야할지 자신들의 의견을 기술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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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자율주행자동차 해킹의 위험 요소
자율주행의 이점은 차량 간의 충돌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 편리한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낮은 연료소비가 가능하며 공유경제와 관련
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 차량에 대한 책임성 등 법 제도 미비, 해커 또는 테러와 같은 사이버 보안사고,
운전 관련 일자리 손실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장애가 사이버 위협이라고 볼 수 있
다.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자동차를 해킹해 도난 방지 및 경보장치를 무력화한 후 자동
차를 훔치는 것부터 차량 내 중요 정보나 소프트웨어(SW)를 암호로 잠근 뒤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
격의 가능성이 있다. 또 해킹을 통해 특정 요인을 노려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타깃형 교통사고 유발,
정치인에 대한 핵티비즘, 개인정보 유출, 고속도로 운행 차량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다수의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테크M] “자동차의 흉기변신을 막아라”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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