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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micro:bit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마이크로 비트를 이해하고 사물인터넷에 활용할 수 있다.
¦ 우리 동네 하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micro:bit의 기본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 학생용 활동지, micro:bit 보드, USB 케이블

생각 열기
◆ 최근 방송에서는 종종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흔히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으로 인해 사람의 손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기계가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어 내
는 공업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농업기계(출처:pixabay.com)]
이렇듯 인간의 문명에 커다란 변화를 끌어내는 산업혁명.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출처:pixabay.com)]
현대 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다양한 신기
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이 모든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
니다. 통신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며 각 산업과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 현상이 4차 산업혁
명에서 이루어진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 중 사물인터넷은 사물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부착된 센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사물인터넷의 개요도(출처:pixabay.com)]
이번 시간에는 micro:bit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물인터넷에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https://pixabay.com/

생각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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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
용되는 사물인터넷의 사례를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고 발표해 봅시다.

생각 펼치기
◆ 마이크로 비트(micro:bit)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이크로 비트는 영국의 BBC가 2015년에 교육용으로 만든
작은 보드로 이루어진 미니 컴퓨터입니다. BBC Micro 또는 Bit, micro:bit이라고도 합니다.

[마이크로 비트(출처:microbit.org)]
마이크로 비트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센서들과 입출력 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밝기 조절이 가능한 25개의 LED가 있어 다양한 이모티콘이나 문자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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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비트의 구성 (출처:마이크로 비트 맛보기) ]
마이크로 비트는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자바스크립트기반
의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를 이용해 프로그래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MakeCode)와 파이썬은 마이크로 비트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
게 도와주는 도구이며,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여 컴파일(사람이 작성한 언어를 0과 1로만 이루어진 기
계어로 번역하여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된 기계어를 마이크로비트 보드에 업로드하는 작
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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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비트의 Python 편집기(출처:microbit.org)]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 마이크로 비트 사용법
①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비트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마이크로 비트를 USB 케이블과 연결하기(출처:microbit.org)]
② 블록을 사용하는 MakeCode Editor와 Python에서 마이크로 비트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MakeC
ode Editor는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하며 JavaScript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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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Code Editor(출처:microbit.org)]
③ Editor에서 ‘Download’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로 비트 보드가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형식인 'hex'파일
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한 후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복사하는 것처럼 마이크로 비트로 복사합
니다.
④ 코드가 업로드되는 동안 마이크로 비트 뒤에 있는 노란색 LED가 깜박입니다. 완료되면 코드가 자동으
로 실행됩니다.

생각 다지기
◆ https://makecode.microbit.org에 접속하여 마이크로 비트의 LED를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짝이도록 Make
Code Editor에서 블록을 구성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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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
♠ 여러분은 오늘의 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이 무엇인지 배우고, 사물인터넷을 구현하
기 위한 마이크로 비트와 MakeCode Editor에서 블록을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활용되면 있을지를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여 발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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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우리 동네 하천의 물은 얼마나 맑을까?

¦ micro:bit를 이용하여 우리 동네 하천의 탁도를 측정하고 Data Mining을 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 학생용 활동지, micro:bit 보드, 탁도 센서, 점퍼 케이블

생각 열기
◆ 스마트 시티란 특정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거주민 대상 또는 도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스마트 시티는 인적자원과 사
회 인프라, 교통수단, ICT 기술 등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인프라(출처:adtellintegration.com) ]
스마트 시티에서는 물, 에너지, 교통, 네트워크 등 인프라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합니다. 도시 시
설물과 첨단 ICT 기술 융합을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경제 발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
(ITS), 스마트 그리드, 상수도 관리 시스템, IoT, 빌딩관리시스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보안 기술 및
서비스 등이 스마트 시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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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에 기반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효과적인 쓰레기 관리 체
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oT에 기반한 쓰레기 적재량 정보 활용(출처:www.smartcitygoyang.kr)]
고양시에 있는 쓰레기통 200여 개에는 무선 센서가 부착돼 있는데, 이 센서들은 사물인터넷 망을 통
해 각 쓰레기통을 언제 비워야 하는지를 환경 미화원들에게 알려줍니다. 또 30여 개의 쓰레기통은 태
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압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최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수량·수질·수생태·환
경 등을 보다 큰 권역 내에서 수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지능적으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CT기반의 실시간 수문 정보와 하천 및 지하수 정보를 국가 물관련
포털시스템에 반영하고 태풍을 동반한 홍수, 이상가뭄 발생, 지역 및 계절 편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물
관리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강우 예측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시간 내지역 물정보 및 댐 현황(출처:www.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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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터시티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수량·수질 등을 과학적으로 관리
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건강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워터시티는 크게 스마
트 장치,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스마트 장치는 효율적인 상수관망 운영을 지원
하는 인프라 설비를 의미하며 수질 모니터링, 정수처리, 원격제어밸브, 자동수질측정장치, 누수센서, 등
이 이에 속합니다.

[스마트워터시티 구성 요소(출처:www.waterjournal.co.kr)]
스마트 솔루션은 상수도의 최적 운영관리 및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상수관망 진단과 운
영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종 누수 및 수도관 파손 등을 감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개선하
는 종합적 솔루션입니다. 아울러 스마트 서비스는 수질정보 제공, 옥내 배관 진단 서비스, 어플리케이
션(App)을 통한 수질정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첨단기술을 반영한 스마트워터시티(출처:www.waterjournal.co.kr)]

- 11 -

생각 키우기
♠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워터시티를 통해서 볼 때, 첨단기술이 도시 시설과 융합되어 도시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생각 펼치기
◆ 탁도는 물의 흐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탁하다는 것은 물에 오염물질이 많아 물이 불투명해져서 빛
이 통과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인도 ladakh 지역의 강(출처:pixabay.com)]
수질오염의 측정지표로서 탁도는 보통 빛을 쪼여 빛이 원활하게 통과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탁한 정도를 기존의 오염 정도와 비교해 물의 오염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 탁도 센서를 micro:bit에 연결하여 물의 탁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우선, 탁도 센서
를 마이크로 비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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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 센서(출처:www.dfrobot.com)]

[탁도 센서(Tubidity Sensor)와의 연결도(출처:kocoafab.cc)]

- 탁도 센서로 샘플의 탁도를 측정하기 위한 코딩을 합니다.
int ledPin = 13;
int sensor_in = 2;
void setup(){
pinMode(ledPin, OUTPUT);
pinMode(sensor_in, INPUT);
}
void loop(){
if(digitalRead(sensor_in)==LOW){
digitalWrite(ledPin, HIGH);
}else{
digitalWrite(ledPin, LOW);
}

- 탁도 센서를 커피, 주스, 물에 각각 넣어 액체의 탁도를 측정합니다.

[커피, 주스, 물에 대한 탁도 측정(출처:www.dfro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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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된 커피, 주스, 물의 탁도 값을 비교합니다. 탁할수록 측정 센서에 전압이 적게 흐릅니다.

[측정된 탁도 값(출처:wiki.dfrobot.com)]

♠ 커피, 주스, 물의 탁도를 예측하여 위에서 주어진 그래프의 data(실선의 색)와 비교해보자

적절한 과제(예 : 물에 넣은 잉크의 정도에 따라 탁도의 변화량 측정)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 코딩을
수정하고, 분석결과를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 우리 동네 하천에 가서 물을 조금 떠 와 물의 탁도를 측정해봅시다.
하천의 물을 뜨기 위해서는 채수병이나 깨끗한 병을 준비합니다. 하천의 얕은 곳에서 장갑을 끼고 채
수병을 담가 물을 담습니다. 병의 마개를 닫고 실험실로 가져옵니다.

[하천의 물을 채수하는 장면(출처:www.wifss.ucdavis.edu)]
하천의 물을 떠올 땐,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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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하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채집해온 물의 탁도를 측정하고 그래프에 나타낸다. (단, 측정시
물들의 온도는 동일해야 한다.)

생각 다지기
◆ 물의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용존산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있습니다. 용존
산소는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말합니다. 용존산소는 수온이나 기압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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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 그 양이 적어지고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증가합니다. 깨끗한 물일수록 용존산소가 포화에
가까울 정도로 들어있습니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어떤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위해 필요한 산소량을 말하는데, 생화
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으면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물 속에
있는 물질을 중크롬산칼륨이나 과망산칼륨으로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더불어 물 속의 유기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쓰입니다.

♠ 물이 오염된 정도를 알기 위해 용존산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동네 하천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또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 되돌아보기
◆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계를 이용한 대규모 농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장에서는 대량의 살충제가
사용되었고, 공장식 축산업체는 콘크리트 건물에 소와 돼지를 가두고 사료를 먹여 생산성을 높였습니
다. 교통의 발달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자 온실가스가 늘어나 지구 온난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처
럼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며 경제성장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이용한 농사(출처:pixabay.com)]
1972년에 환경에 대해 논의된 보고서 ‘성장의 한계’에서는 당시의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결국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태의 심
각성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양립을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지속가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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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사회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력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생산(출처:pixabay.com)]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이에 상호 보완관계가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환경,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뒷받침될 때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플라스
틱 쓰레기,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연장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
표입니다. 이를 통해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의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
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의 지구 환경문제, 그리고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등의 경제 사회문제를 2030년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출처:sustainabledevelopment.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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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는 2018년 8월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
스트푸드점 내부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으로 정리하여 발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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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차시: 우리 동네 하천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학생용 활동지

¦ 우리 동네 하천 주변을 탐사하고 하천 주변의 식물과 하천에서 사는 생물을 조사한다.
¦ 자연관찰 프로젝트인 네이처링을 통해 조사한 우리 동네 하천 주변의 생물을 지도에 표시
하고 특정지어 분류한다.

¦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학생용 활동지

생각 열기
◆ 우리 동네 하천의 주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하천의 주변을 탐
사하고 하천 주변의 식물들과 하천에서 사는 수생 생물들에 대해 조사를 해봅시다.

[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생생물, 하천생태계와 담수무척추동물(지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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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서식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동식물을 생태계 관점에서 관찰하고 시간, 위치, 기

후 등 환경정보와 함께 기록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함으로써 소통하고 데이터 축적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확인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시민과학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
다.

[ 국내에서 진행되는 자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 네이처링(www.naturing.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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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자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 iNaturalist(www.inaturalist.org) ]

생각 다지기
◆ 자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을 활용해 알게 된 우리 동네 하천에서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그려봅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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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
◆ 생물다양성 협약
전 세계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합니다.

처음 이날은 1994년에 열린 UN 제1차 생물다양성보전협약가입국 회의의 생물다양성보전협약 발효일인
1993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 브라질에서 열린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발표일
인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생물다양성의 날은 2001년부터 5월 22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은 UN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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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은 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젠다 21의 기본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간주
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
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
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됩니
다. UN 당사국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생물다양성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
편,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계획을 실행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생각 키우기
♠ 생물자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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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4차시: 하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봐요.

¦ 우리 동네 하천에서 수집된 수질 측정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인터넷, 컴퓨터, 학생용 활동지

생각 열기
◆ 빅 데이터 시대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다양한 분석 결과를 모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효과
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빅 데이터의 시각화는 대규모 데이터를 색채, 그래프,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통해 보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윈디(https://www.windy.com)나 어스(https://earth.nullschool.net)라는 사이트는 전통적인 기상정보
를 보다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사람들이 보다 흥미롭고 빠르게 기상 정보를 습득하고 미래의 기상정보
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어요.

[ 윈디 ]

[ 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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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 윈디 기상정보를 기상청의 분석 일기도와 비교하여 어떤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일지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윈디(Windy) 기상정보]

[ 기상청 분석 일기도(http://www.kma.go.kr) ]

생각 펼치기
◆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해 SNS에서는 글을 작성해본 적이 있나요? 매일 SNS 상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SNS의 빅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서
로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소셜메트릭스(http://www.some.co.kr)에 접속하여

- 26 -

현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는 생각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http://www.some.co.kr

연관어 맵을 통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떤 연관어와 관련이 있는 지 알아보고, 여러분이 연예
인의 매니저라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토론해봅시다.

http://www.some.co.kr/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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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SNS에서 주고받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지 안
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 데이터랩(h
ttps://datalab.naver.com/home/sectionSearch.naver)에 접속하여 패션잡화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해볼까
요?

https://datalab.naver.com/

생각 되돌아보기
◆ 우리가 잘 아는 간호사였던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의 덕목으로 헌신만 강조되던 19세기에 빅 데이터 분
석의 시각화를 통해 공중보건의 개념을 영원히 바꾸어버림으로 시대의 판을 바꾼 혁신가였어요.

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전쟁에서 사망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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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상처 후유증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한 각종 질병에 기인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를 Rose Diagram이라는 그래프로 만들어 시각화함으로써 많은 사
람들이 쉽게 통계 결과를 이해하고 데이터에 숨어있던 의미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 나이팅게일이 사용한 Rose Diagram https://www.slideshare.net/neofuture/sds-n2) ]

♠ 윈디의 자료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을 지나는 미세 먼지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 봅시다. 각국의 미
세 먼지 수치 사이의 연관성을 토론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방법을 통해 결
과를 제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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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5차시: 우리 동네 하천을 생태지도로 그려봐요.

¦ 생태정보를 담은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지도를 그릴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 학생용 활동지

생각 열기
◆ 생태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다양한 기후에 따라
다양한 동물과 실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 유전적인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지닌 토마토 ]

◆ 생태지도는 동식물과 물, 바람, 땅 같은 생태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태적으로 꼭 보전해야 할 지역이 어디인지도 알 수 있으며, 생태적으로 가꾸기
위한 자원들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지자체에서 제작한 지역 하천의 생태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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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지도를 만들어 주민들에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정보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 합니다. 모둠별로 자연관찰 시민과학프로젝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동네 하천의 생태지도를 제
작해 보세요.
※ 예시안

[ 마산의 도심 하천 생태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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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
리하는 법정보호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60종,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II은 207종이 지정되어 있습
니다.

[ 전라북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지도 ]
♠ 우리 지역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들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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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6차시: 우리 동네 생태하천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 WiFi Sensing 기술을 통해 생태하천을 찾아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통해 빅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생각 열기
◆ 다음은 미래사회에서 볼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동영상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펼쳐 보세요.

생각 키우기
◆ 다음 글을 읽고 철수네 피자 가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지 WiFi 기술을 이용하여 알아봅시다. 철수는
WiFi 스캐너 및 얼굴 인식 센서로 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모둠별로 토의한 후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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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피자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게에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WiFi 신호를 수신하는 WiFi 스캐너와 얼굴
인식 센서가 있어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에 들어오지 않고 주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WiFi에서 나오는 신호를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펼치기
◆ 우리 동네 생태하천에 다수의 WiFi 스캐너를 설치하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
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2개월간의 이용 패턴을 상세 분석하여 이용자 별 이용형태 사이클을 규명하였고 그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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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나누어주는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 형태 분석을 모둠별로 진행해 보세요. (Data는 별지 자료 참조)

◆ 다음 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위치에서 풍속 및 풍향을 그래픽으로 표시한 Wind Rose Diagram
입니다. 이 도표를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여 앞서 만든 생태하천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 자료를 시각화
시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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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우리 동네 생태하천에 설치된 WiFi 스캐너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형태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습니다. 산책 및 여가/휴식 등을 위한 활용은 생태하천 이용자 6명 중
1명꼴인 16.3%로 생태하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 되돌아보기
◆ 사람들이 생태하천을 어떻게 이용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Data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Data Mining을 이용해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39 -

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7차시: 누가 우리 동네 생태하천을 찾아올까요?

¦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생태하천을 찾아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 걸음걸이 인식 기술을 통해 생태하천을 찾아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생각 열기
◆ 로마에 가면 아름다운 산탄젤로 성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에는 기독교의 여러 성인과 천사상과
함께 가로등이 양 옆으로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모두 길쭉한 형태의 사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40 -

생각 키우기
◆ 고양이와 개는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분류한 다음 고양
이와 개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을 적어보세요.

■ 고양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①

⑩

②

⑪

③

⑫

④

⑬

⑤

⑭

⑥

⑮

⑦

⑯

⑧

⑰

⑨

⑱

생각 펼치기
◆ 사람 얼굴에서 다양한 지점을 잡아 이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사람마다 다른 얼굴 패턴이 형성됩니다.
얼굴 인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과 같이 본인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아래 얼굴의 특징점 28개를 기준으로 한다)
■ 얼굴인식 과정

1. 캡처링(Capturing) : 카메라나 CCTV를 통해 얼굴 이미지를 캡처한다.
2. 추출(Extracting) : 캡처한 이미지로부터 얼굴 특징점 정보를 추출한다.
3. 대조(Comparing) :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사진 정보와 대조한다.
4. 매칭(Matching) :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과 데이터베이스 일치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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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걸음걸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은
걸음걸이 형태가 신경, 근육, 뼈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되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둠별로 아래 활동을 진행합니다.

▣ 학생 활동 :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 실험

1. 모둠별로 2명을 선정하여 교실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간다.
2. 걸어가는 사람의 앞쪽에서 오른쪽 방향 45도 각도에서 스마트폰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3.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읽어 들인 후 1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Capture한 후 Capture 이미지를 프린트한다.
4. 이미지 상에서 다음 표를 작성한다.
시간

①~②~③ 각도

③~④~⑤ 각도

1초 후
2초 후
3초 후
4초 후
5초 후
6초 후
7초 후
5. 표를 그래프화 하여 다른 학생들의 그래프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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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⑦~⑧ 각도

⑨~⑩~⑪ 각도

생각 되돌아보기
◆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태어납니다. 선천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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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8차시: 우리 동네 생태하천을 멋있게 디자인해 보자!

¦ 공공 디자인을 적용하여 생태하천을 디자인 할 수 있다.
¦ 생태하천에 들어갈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디자인 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생각 열기
◆ 제시된 자료를 읽고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해 한
적한 곳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사람들의 통행이 드물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가로등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마을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 시설을 생태하
천에 설치한다면 어느 곳에 설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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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 제시된 자료를 읽고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천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있어야 할까요? 모둠별로 토론하고 발표해 봅시다.

◆ 제시된 자료를 읽고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둠별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생태하천에 들어설 시설물을 계획하고 제시된 지도에 색연필을 이용하여 표시해 보
세요.
■ 생태하천 설계 과정
1. 생태하천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2. 전철역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3. 다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4. 시설물 ①~⑭의 위치를 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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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제시된 자료를 읽고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생태하천을 안내할
간단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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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
▣ 교사 활동 : 우리 동네에 있는 생태하천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천 중 좋았던 하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토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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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9~10차시: 우리 동네 생태하천 다리를 만들어 보자!

¦ 공공 디자인을 적용한 생태하천 다리를 디자인 할 수 있다.
¦ 다리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생각 열기
▣ 교사 활동 : 동영상 내용은 1940년 미국에 있었던 타코마 다리가 붕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다리를
건설할 때 어떤 사항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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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교사 활동 : 생태하천의 양 지역을 연결해줄 아름다운 다리를 스파게티 면을 이용해 만들려고 합니다. 다리를
구성하는 구조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할지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생태하천 건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토의해 보세요.
<생태하천 다리 건설 시 고려사항>

■ 다리의 안정성 고려사항

■ 다리의 경제성 부분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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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 교사 활동 : 생태하천의 양 지역을 연결할 다리로 아래와 같은 14가지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①~⑭를 3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다리가 가지는 장단점을 토의해 보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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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번호

장점

단점

그룹Ⅰ

그룹Ⅱ

그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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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교사 활동 : 생태하천에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 낮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밤에는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둠별로 공공지다인의 개념을 적용하여 아름다운 다리를 디자인해 보세요,

<생태하천 다리 디자인 예시안>

<생태하천 다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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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활동 : 이제 모둠별로 디자인 한 다리를 바탕으로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의 과정을 참고하여 다리를 만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파스타 다리를 만드는 과정>
① 모눈종이에 다리 교량 상판 트러스 구조물을 그린다. 교량 상판 트러스의 넓이는 40cm로 한다.
② 그려진 다리 교량 상판 트러스에 파스타를 올려놓고 목공용 풀을 이용하여 붙인다. 좌우 2개의 트러스 구조물을 만든다.
③ 모눈종이에 다리 교량 상판 구조물을 그린다. 교량 상판의 길이는 45cm, 폭은 7cm로 한다.
④ 다리 교량 상판의 양쪽에 이미 만들어진 트러스 구조물을 목공용 풀과 고무줄을 이용하여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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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
▣ 교사 활동 : 우리 동네 생태하천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생태하천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래 상징적인 캐릭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생태하천 캐릭터를 만
들고 이를 홍보할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생태하천 다리 캐릭터 예시안>

■ 캐릭터 디자인

■ 캐릭터의 스토리

■ 캐릭터 홍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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