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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요약

프로그램 요약
주 제 명
차시

센서 있는 도시, 센시티

공학설계과정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 시각장애인 영상 보여주기
-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일화 소개

학 습
활 동

￭ 상황제시 : ‘궂은 날씨와 어두운 밤길 운전’의 문제 상황을 제시
￭ 활동1: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로서 센서기술의 필요성 알기
과학,
￭ 활동 2: 센서에 적용되는 과학의 원리 탐구하기
기술/공학
- 센서에 적용되는 빛, 소리, 전자파 탐구하기
- 초음파 센서의 원리와 파동에 대해 모둠별로 탐구하기
- 역공학 기반 자동차 속 센서 기술 알아보기

마무리

￭ 생활 속 센서기술 정리하기

도 입

￭ 신문기사 보여주기

학 습
활 동

￭ 활동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원인 찾아보기
- 영상을 통해 사고 원인 찾아보기
￭ 활동2: 아두이노를 활용한 초음파 센서 실험하기
- 센서 모듈을 활용한 거리 측정 실험
- 다양한 재질과 모양에 따른 장애물과의 거리 측정
- 거리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 찾아보기
-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값 변화시키기

마무리

￭ 초음파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하기
- 물체의 재질, 센서의 각도, 크기 및 표면형태, 환경 등

도 입

￭ 미래도시 상상하기
- 초음파 센서의 특징과 한계점 찾아보기

학 습
활 동

￭ 활동1: 아이디어 공유 및 구상하기
- 설계 시 고려요소 안내하기
- 모둠별로 문제해결에 대한 토의하기
￭ 활동2: 설계조건에 맞게 디자인하기
- 센서의 특징과 한계점을 극복하는 자율주행도시 디자인하기

마무리

￭ 자율주행도시 디자인 보완하여 완성하기
- 그림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첨부

도 입

￭ 발표의 구성 요소 및 제한 시간 안내

학 습
활 동

￭ 활동1 : 자기 평가
- 스스로 반성하여 더 나아가기
￭ 활동2 : 센시티 공유하기
- 브리핑보드, 산출물을 통해 모둠별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기 기술/공학,
￭ 활동3 : 센시티 평가하기
진로와
- 모둠별 피드백을 통해 평가 반성하기, 성공적 경험을 모둠별로
직업
공유하여 감성적 체험 완성하기
￭ 활동4 : 관련 직업 알아보기
- 센서 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진로 탐구하기

마무리

￭ 센시티 프로젝트 소감 공유하기

자율주행
1

문제
정의하기

자동차의
핵심! 센서!

아이디어
구상하기
2
아이디어
구체화

3

해결책
선택하기

센서와
오작동

자율주행도
시 디자인

설계하기

4

발표자료
만들기

센시티
공유하기

관련 교과

발표하기

과학,
기술/공학

미술,
기술/공학

￭￭￭ 1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교사용]

1

주제 개요

사람이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듯이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센
서기술을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실험을 통해 오차와 오작동의 요인을 알아본다. 역공학의
개념을 통해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 속의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센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한계점을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시를
디자인하고 공유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체험한다.

2

학습 목표

중학교 1학년을 위한 ‘자율주행도시 디자인’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용 목표

∙
∙
∙
∙

학습 목표

관련차시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로서 센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에 적용되는 과학기술 원리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아두이노를 활용한 초음파 센서 실험을 통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초음파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1~2

∙ 센서의 특징과 한계점을 극복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토의를 할 수 있다.
∙ 센서를 활용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과정 목표

2 ￭￭￭

∙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
∙ 모둠 협동학습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진다.

3~4

전차시

STEAM 과목 및 학습 준거

3

STEAM 과목 및 학습 준거

STEAM 과목 요소
교과별
영역 학년군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역

성취 기준

빛과 파동

S

1~3

[9과06-04] 파동의 종류를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학과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나의 미래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인류문명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기술
시스템

T/E

1~3

기술 활용

[9기가04-07] 건설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기가04-12] 수송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
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기가05-01]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체험

A

1~3

[9미01-0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일과
[9진02-03]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나 사업을 상상하고 만드는 모의 활동을 할 수
직업세계의
있다.
이해
진로 탐색 [9진03-03]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STEAM 학습 준거
단계
상황제시

STEAM 학습 준거
∙ 사람의 감각기관과도 같은 자율주행차의 센서 기술을 체감한다.
∙ 센서의 작동원리를 역공학의 관점으로 찾아본다.

창의적 설계

∙ 자율주행차 센서 기술의 한계점과 오작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센서의 특징과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감성적 체험

∙ 센서 모듈을 이용하여 다양한 재질과 모양에 따른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원인을 찾아보고,
측정값을 변화시킨다.
∙ 문제해결에 대한 토의를 바탕으로 한계점을 극복하는 자율주행도시를 설계하고 발표한다.

￭￭￭ 3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교사용]

4
차시

차시별 수업 계획 총괄표
관련
과목

과학
1차시

기술
가정

단원

빛과
파동
기술
시스템

소주제

학습 내용

 Co 사람의 감각기관처럼 자동차에서 정보를 얻는
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Tip 시각 장애인 영상을 제시하여 정보가 불완전 한
경우의 어려움과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
도록 한다.
 활동 1.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Co 활동지를 통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확인하게
한다.
∙ 문제 상황 제시 및 확인하기
- 상황 속 요소를 내면화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도록 한다.
∙ CD 센서의 필요성 느끼기
- 간단한 브레인라이팅을 통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
해 확산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게 한다. 우수 방안을 짧
게 발표하여 공유하고, 센서의 필요성에 대해 느
자율주행
끼도록 안내한다.
자동차의
핵심! 센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
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CD 활동 2. 센서에 적용되는 과학의 원리 탐구하기
: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에 대해 탐구하기
∙ 센서의 개념 알아보기
∙ 센서의 원리 알아보기
∙ 파동의 개념 알아보기
∙ 초음파 센서의 원리 알아보기

준비물

PPT
워크북

 ET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센서기술 찾아보기
[역공학]
- 학교에 있는 센서를 찾아본다.
Tip 역공학의 관점에서 기존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
보고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STEAM이야기 : 자동차 속 센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학

과학과
나의
미래

2차시

기술
가정

4 ￭￭￭

빛과
파동

과학
기술과
인류

센서와
오작동

 Co 신문 기사 속 자율주행자동차의 약점 찾아
보기
-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Tip 모둠별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역공학의 관점에서 한계점을 알아보게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영상의 원인을 분석해본다.
 ET 실험활동 1. 센서 모듈을 통한 거리 측정 실험
∙ 아두이노와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거리 측정 실험

PPT
워크북

아두이노

차시별 수업 계획 총괄표

차시

관련
과목

단원

소주제

학습 내용
- 실험 준비물과 실험 순서를 안내하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ip 측정 원리와 함께 측정 시 일어나는 오차도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재질과 모양에 따른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한다.
-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 측정값 변화시키기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값을 변화시켜본다.
Tip 측정값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CD 탐구활동 1. 초음파 센서의 다양한 활용
- 초음파 센서의 원리를 확인한다.
- 초음파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본다.
- 초음파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본다.
 실험 결과를 관찰하고 모둠별로 발표하여 실험 과정에
서의 한계점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하게 한다.
Tip 실험 결과보다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각해보는 경
험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문명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

준비물

실험 세트

 센서 있는 도시, 센시티 설계하기
Co 센서의 특징과 한계점을 극복하는 자율주행도시를
설계하게 한다.
 CD 활동 1: 센시티 구상하기
: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센서의 특징과
한계점을 모둠별로 토의하여 선정하고 내용을 구체화
한다.
- 센시티 디자인을 위해 모둠 내에서 역할을 나눈다.

3차시

미술

체험

기술
가정

기술
시스템

CD 활동2 : 센시티 디자인하기
자율주행도 
:
설계조건에
맞는 센시티를 디자인해본다.
시 디자인

<설계 조건>
1. 센서 기술의 한계점을 해결하도록 설계한다.
2. 도로와 주변 건물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설계한다.
3. 교차로를 중심에 그리고 주변을 디자인한다.
4. 색을 표현하며, 간단한 설명을 첨부한다.

PPT
워크북
발표 산출물

도시 설계 중 자동차가 다니는 부분을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등)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 활동지,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모둠별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Tip

4차시

기술
가정

기술
활용

센시티
공유하기

 센시티 품평회
∙ 자기평가서 작성하기
- 센시티 디자인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활동에

PPT
워크북

￭￭￭ 5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교사용]

관련
과목

차시

단원

진로와
일과
직업 직업세계
의 이해
진로
탐색

소주제

학습 내용
대한 평가와 모둠원들에 대한 평가 및 반성하기
 ET 발표 활동1 : 센시티 공유하기
∙ 모둠발표를 위한 브리핑 보드 만들기
- 프로젝트 수행내용이 요약될 수 있도록 브리핑 보드 만
들기
- 활동 사진 자료 및 출력물 활용하기
Tip 미리 출력물을 준비해오도록 안내한다.
∙ 모둠발표를 통해 공유하기
- 프로젝트 활동간 작성한 포트폴리오 및 브리핑 보드를
활용하여 결과 공유하기
- 프로젝트 수행 간 어려운 점, 느낀 점, 성공의 경험
토의하기

준비물

발표 산출물

 ET 발표 활동2 : 센시티 평가하기
- 센시티 디자인 공유된 내용 기록하기
- 수정 및 보완해야할 부분 정리 및 기록하기
- 모둠별 평가 및 반성하기
 활동 1. 관련 직업 알아보기
Co 기사를 읽고 미래 직업 변화 예측하기
CD 센서 발명가와 디자이너 조사하기
ET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미래 직업 상상하여 그려
보기

 : Science 과학,  : Technology 기술,  : Engineering 공학,  : Art 예술,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
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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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계획

평가 내용 및 비율
방 법
점수

관찰 평가

산출물 평가

협력

창의

역공학적 이해

포트폴리오 구성

최종 산출물

20

20

20

20

20

평가 영역 및 내용
- 관찰 평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세부 점수

(개인)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10 8 6 4 2

(모둠) 모둠별로 잘 협력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는가?

10 8 6 4 2

(개인) 창의적인 내부 설계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었는가?

10 8 6 4 2

(모둠) 팀별 토의 과정이 원활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가?

10 8 6 4 2

협력
감성적
체험
창의

- 산출물 평가
평가
영역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세부 점수

(개인) 초음파 센서에 적용된 과학적, 공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10 8 6 4 2
역공학적
이해
창의적
설계

(모둠) 역공학을 통한 과학기술의 원리 탐색과 관련 정보에 대한 해석이
10 8 6 4 2
정확히 이루어졌는가?
(개인) 차시별 활동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였는가?

10 8 6 4 2

(모둠) 문제 상황을 창의적 설계 과정과 연결하여 임하고 있는가?

10 8 6 4 2

포트폴리오
구성

감성적
체험

(개인) 센서의 특징과 문제해결방안이 적용된 자율주행도시를 구상하였
10 8 6 4 2
는가?
최종 산출물
(모둠) 문제 해결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브리핑보드를 완성하고 이를 공
10 8 6 4 2
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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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센서!

1 들어가기
동영상을 시청하고 활동지의 질문에 대해 모둠원과 토의해보자.
※ ‘시각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동영상을 시청하여 사람의 감각기관에서 얻는 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센서기술임을 인지하도록 안내한다.

자동차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알아봅시다.

‣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 [선생님이 들려주는 STEAM 이야기 :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부족한 정보로 인한 오류에 대해 안내한다. 예)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 정보의 오류
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자율주행자동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에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 예) 도로 및 차선, 신호등, 보행자, 표지판, 주변 환경, 날씨 등

‣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장치 및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위에서 나온 답을 참고하여 현재 자동차에 적용된 기술을 찾아보게 하며, 없는 경우 상상해보도
록 유도한다. 예) 라이다, 카메라, 적외선, 초음파, 레이더 등

역공학이란(Reverse Engineering)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이란 장치 또는 시스템의 기술적인 원리를 그 구조분석을 통해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것
은 종종 대상을 조각내어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부구조를 알수 없을 때, 뜯어서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무기를 역설계하여 자국의 신무기로 응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산
업분야에서 이미 출시된 제품을 모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중 하나로 사용된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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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생님이 들려주는 STEAM 이야기 : 장님 코끼리 만지기

옛날 인도에서 왕이 진리에 대해 말하다가 신하에게 코끼리를 가져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님
여섯 명에게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고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 말하도록 하였다.

가장 처음에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장님이 말했다. “코끼리는 무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귀를 만진 장님이 말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농사에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이 말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커다란 절구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등을 만진 장님이 말했다. “아닙니다. 커다란 평상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배를 만진 장님이 말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커다란 항아리같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진 장님이 말했다.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굵은 밧줄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른 말을 하자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코끼리는 변하지 않는데, 여섯 장님은
모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코끼리의 각 부분만 만져보고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려는 오류”를 뜻한다.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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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각 열기
어두운 밤, 비는 내리고...

비오는 밤,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앞은 잘
안보이고 도로는 미끄러운 상태에서 아찔한 사고
위험이 여러 번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옆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도, 도로위의 차선도
잘 보이지 않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읽어보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상황 속 입장이 되어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POINT!

위의 상황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해 모둠원과 토의해보자.
활동 1.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 비오는 밤길에 운전할 때 위험한 상황은 무엇인가?
※ 예) 차선인식, 빛 번짐, 빗방울 등 날씨와 상황에 따라 센서의 오작동 발생확률 증가

‣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 예) 시각, 전자파, 초음파, 소리 등 다양한 정보 필요
※ 한 가지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점을 알도록 지도한다.

‣ 위험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어보자.

※ 예)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다. 초음파 센서를 설치한다. 가까이오면 큰 경고음과 함께 자동브레
이크를 작동시킨다. 등
※ 학생들의 의견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짧은 브레
인스토밍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게 한다. 모둠 별로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짧게 발표하게
하고 피드백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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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각 펼치기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 센서!
활동 2. 센서에 적용되는 과학의 원리 탐구하기
‣ 센서란?
( 열, 빛, 온도, 압력, 소리 ) 등의 양이나 변화를 감지하거나 구분, 측정하여 일정한 전기적 신호로
나타내는 장치를 말한다.

‣ 센서의 원리는 무엇일까?
※ 예)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같은 오감을 통하여 주위 환경이나 대상을 인지하듯이 자
율주행자동차에도 그런 감각기관이 필요하다.
※ 각각의 감각기관에 맞는 센서의 원리를 생각해보도록 안내한다.

‣ 초음파 센서에 대해 알아보자.
① 초음파란? :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6Hz~20kHz의 범위다. 주
파수가 20kHz를 넘는 음파를 초음파라고 한다.
② 초음파 센서의 원리
박쥐는 어떻게 어두운 동굴 안에서도 벽이나 기둥에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돌고래는 물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
는데 어떻게 움직일까? 모두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초음파 센서는 발신부(Chirp)와 수신부(Echo)로 구성되어 있다. 발
신부에서 초음파를 발사하고 그 신호가 장애물에 부딪혀 돌아오기
까지의 시간을 재는 것이다. 소리의 속도를 알면 장애물까지의 거리
를 계산할 수 있다.
★ 음파의 속도 V = 331.5 ＋ 0.6t(m/sec) (t : 섭씨 온도)

③ 파동이란? :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주기적인 진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위로 멀리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 학교에는 어떤 센서가 있을까?
※ 학교에 있는 다양한 센서를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 예) 화장실조명 등 빛감지, 화재감지, 냉난방기 온도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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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생님이 들려주는 STEAM 이야기 : 자동차 속 센서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알기 위한 시스템으로는 빛(레이저)과 소리(음파) 등의 과학적 원리가 적
용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다.
센서

특징

레이더

• 전자파를 보내 반사 측정

• 속도 감지, 긴 거리 감지에 유리

레이저

• 빛을 보내 반사 측정

• 장애물 감지, 거리 감지에 유리

카메라

• 카메라로 촬영

• 현실 감지, 차량 및 보행자 감지에 유리

적외선

•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

• 야간 감지, 차선 감지에 유리

초음파

• 초음파를 보내 반사 측정

• 짧은 거리 감지, 넓은 각도 감지에 유리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주로 발전된 것은 센서기반 기술이다. 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자동차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센서에는 레이더, 레이저, 카메라, 적외선, 초음파
등이 있다. 특히, 초음파 센서는 가장 일반화된 장치로 짧은 거리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전후방 주
차보조 역할로 주로 활용된다.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가장 비슷한 장치로 차선과 차량, 보행자를
인식한다. 레이더는 장애물과의 긴 거리 및 속도를 인식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레이저 스캔 방식
으로 보다 넓은 영역의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는 라이다(Lidar)가 활용된다. 센서는 한 가지만 사
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센서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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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센서와 오작동

1 들어가기
우리 생활 속 자율주행 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영상 등을 보여준다. (테슬라 사고 영상 https://youtu.be/FwyM844kFUA)

센서기술 그것이 문제?!
‣ 자율주행자동차의 강적은?
각종 센서로 무장해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카
메라와 레이더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의 밤길 운전이나 비나 눈 오는 날씨, 짙은 안개와
먼지 등 주변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나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동세
차기'라는 뜻밖의 약점이 나타났다 …
- ○○뉴스

‣ 자동세차기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약점인 이유는 무엇일까?
센서가 세차 기계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가장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례로 세차기가 차체를 씻을 때 분사되는
자동차용 샴푸의 비누 성분이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센서가 담긴 틈새 부분에 잔류물이 고스란히 남게 되고,
결국 센서는 본래의 성능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센서가 오작동하는 것을 운전자가 감안하지 못한다
면 고속 주행에서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세정 성분을 씻는 마무리 동작에서 발생되는 고압의 물
분사에 의해 센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차체 표면에 노출되어있는 센서는 높은 압력이 걸리게 되면 교정
이 어긋나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비싼 센서 자체가 파손되는 사태가 일
어날 수도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자율주행자동차가 과연 안전하기만 할까?
최근 들어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사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고 자율주
행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 영상에 나온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원인은 무엇일까?
※ 예) 센서가 자동차의 흰색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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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각 열기
아두이노를 활용한 초음파 센서 실험

실험 활동 1.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실험
‣ 가설 설정 및 검증
1. 초음파 센서로 측정한 거리와 30cm자로 잰 거리가 다를 것이다.
2. 다양한 재질과 모양에 따라 거리값이 달라질 것이다.
※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한다.

‣ 실험 방법
<실험 준비물>
아두이노 우노 1개, USB연결선 1개, 전선 4개, 초음파센서 1개, 브레드보드 1개, 30cm 자 1개, 장애물
<실험 순서>
1. 연결된 초음파 센서 앞에 30cm 자를 놓는다.
2. 적당한거리(0~30cm사이)에 장애물을 놓는다.
3. 30cm자에서 측정값을 읽고, 화면에 나오는 측정값과 비교한다.
4. 장애물을 변화시키며 2~3번을 반복한다.
※ 아두이노 실험 전 초음파센서와 브레드보드, 아두이노를 미리 연결하여 준비한다. 학생들은 세팅된 아두이노
에서 측정값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재질과 모양, ( 예) 각도 )에 따른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해보자.
재질

거리(자)

거리(화면)

모양

유리

15cm

14cm

곡면

15

나무

15cm

15cm

기둥

45

천

10cm

11cm

요철

60

…

…

…

거리(자)

거리(화면)

각도

거리(자)

거리(화면)

- 모둠별로 측정값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스스로 찾아보고, 직접 실험을 통해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실험해보도록 지도한다.
※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되, 실제로 측정값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기록하여 모든 활동이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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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화면의 거리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예) 다르게 나타난다. 센서가 정확하지 않다.
※ 센서의 오차 및 오류가 존재함을 인지하도록 한다. 실제로 측정값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기록하여
모든 활동이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재질, 모양, 각도 등에 따라 거리값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예) 같게 나타난다. 재질, 모양, 각도에 따른 오차가 없다. 정확하게 작동한다.
※ 센서의 오차 및 오류가 존재함을 인지하도록 한다. 실제로 측정값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기록하여
모든 활동이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생각 펼치기
탐구 활동 1. 초음파 센서의 다양한 활용
‣ 소리로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는?
공기중에서의 소리의 속도 V = ( 331.5 ) ＋ ( 0.6t ) (m/sec)
※ 앞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온도뿐만 아니라 매질의 밀도에 따라서도 달라짐을 안내한다.

‣ 초음파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초음파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물체의 재질
물체와 센서의 각도
물체의 크기 및 표면 형태
주변 환경(온도, 습도, 소음 등)

‣ 초음파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보자.
※ 초음파 센서의 다양한 활용
속도 측정 : 초음파 유속계(流速計), 초음파 유량계,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 초음파 도플러 유속계
거리 측정 : 초음파 거리계, 초음파식 근접각(近接覺) 센서, 초음파 레벨 센서, 초음파식 수위계, 초음파식 적
설계, 초음파식 파고계(波高計) 등
농도, 점성도 측정 : 초음파 점성도계(粘性度計), 초음파 탁도계 (濁度計)
기타: 초음파 탐상자(探傷子), 초음파 두께계, 초음파 현미경, 초음파 진단장치, 초음파 CT스캐너 등을 이용한
장치에 널리 초음파 센서가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초음파 센서 [ultrasonic sensor, 超音波-] (센서용어사전, 2011. 1. 20., 일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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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 자료]
아두이노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
이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학교에서 개발되었으며, 센
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
자장치들을 통제한다.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쉽다!)

아두이노 연결 방법
1. 아두이노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
2.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IDE) 실행

USB선으로 연결한다.

더블 클릭하여 실행한다.

3. 보드설정 – 아두이노 우노 보드 선택
[도구]-[보드]-[Arduino Uno]

4. 포트설정 – 보드가 연결된 포트 선택
[도구]-[포트]-[COM(숫자)Arduino Uno]

초음파센서와 아두이노 연결 모습
전체 연결 모습

- 초음파 센서와 아두이노 연결 단자
초음파센서
아두이노
vcc
5v
Trig
디지털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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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연결 모습

초음파센서
Echo
GND

아두이노
디지털 7번
GND

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아두이노 코드

아이콘 설명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 실행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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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오류 대처 방법)
오류 상황

해결 방법

업로드 오류

포트 선택(COM(숫자) Arduino uno)을
확인하자!

보드 검색중 ....

USB 연결 상태를 확인하자!

실행했는데 아두이노에
반응이 없을 때

프로그램 화면에서 단자 번호와 연결을
확인하자!
예) 디지털 7번 핀 -> 디지털 8번 핀

시리얼 모니터에 측정값
이 0cm로 계속 나올 때

연결 불량이거나 프로그램 오류인 경우가
많다!
① USB연결선을 분리 후 재연결해본다.
② 초음파 센서를 분리 후 재연결해본다.
③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재실행해본다.

참고 화면

참고자료(실험 준비 Tip)
① 아두이노는 학생들이 직접 연결해보는 것도 좋다. (다만, 브레드보드와 각 단자를 설명하고 아두이노의 기초 지식
을 이해하는데 1차시 분량이 소요되므로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USB선과 초음파센서, 브레드보드와 각 단자
간 연결을 해 놓으면 처음 아두이노를 다루는 학생들도 초음파 센서에 집중할 수 있다.)
②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USB 연결선을 긴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③ 실험장비는 모둠별로 1세트만 준비되어도 실험하는데 충분하다. (개인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④ 재활용품 등 다양한 장애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얘기해 주는 것도 좋다. (예시 : 유리병, 금속재질 캔, 천재질 인
형 등)
⑤ 아두이노 코드는 [파일]-[예제]-[06.Sensor]-[Ping]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
⑥ 제시된 아두이노 코드에서는 초음파 센서[HC-SR04] 4핀(다리가 4개)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
므로 주의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참고자료(부저 추가 Tip)
① 아두이노에 부저를 추가로 연결해도 좋다. (피에조 부저를 +,- 극성에 맞게
연결한다.)
② 코드를 추가한다.
int buzzer = 2; // 첫줄에 추가
if(a<10){ digitalWrite(buzzer, 1); // void loop 안에 추가
}
else{ digitalWrite(buzzer,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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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자율주행도시 디자인

1 들어가기
자율주행도시 설계하기
※ 센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안내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
[도심부] 설계 시 고려 사항
신호교차로(교차로 및 횡단보도 인지 여부, 차량 및
보행자 신호인지 여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여부)
건물면(도심 빌딩으로 인한 통신 영향)
버스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 인지)
버스/택시 정류장(정차 및 출발 시 영향 평가)
영상 링크 : https://youtu.be/sE0B9j77KWI

센서 있는 도시, 센시티
‣ 초음파 센서의 특징과 한계점을 극복하는 자율주행도시 설계하기
- 초음파 센서의 특징과 한계점을 찾아본다.
센서의 특징

• 초음파를 보내 반사 측정
• 짧은 거리 감지, 넓은 각도 감지에 유리
• 오차 발생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센서의 한계점

• 속도 측정 어려움
• 긴 거리 측정 어려움

한계점
개선 방안

• 물체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구성
• 여러 개의 센서를 활용하여 오차 보정
• 다른 센서와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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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
보도자료 : 대학생이 만든 자율주행차, K-City를 달린다. 2018.6.20.
K-City 첨단 도로시설 활용 테스트베드로 진화!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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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각 열기
센시티 구상하기
※ 센서의 특징과 한계점을 모둠별로 토의하여 내용을 구체화한다.

활동 1. 센시티 구상하기

※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안내한다.

‣ 기존의 도로와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의 다른점은 무엇일까?
※ 예) 도로 주변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다.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다. 자동차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등
※ 앞서 작성한 센서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 모둠 토의를 실시한다.

‣ 센서 기술을 어떤 곳에 적용할 수 있을까?
※ 예) 건물 외벽, 도로, 주차장, 표지판 등
※ 다양한 곳에 적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안내한다.

‣ 센시티에 필요한 것을 있는 대로 적어보자.

※ 예) 도로용 특수 잉크, 무선 인터넷 연결 표지판, 경고음 발송 신호등 등
※ 위에서 찾은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재료나 환경에 대해 적어보도록 안내한다.

‣ 센시티 디자인을 위해 역할을 나누어 보자.
역할명

이름

센시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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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각 펼치기
센시티 디자인하기
※ 센서 기술 활용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디자인하도록 유도한다.

활동 2. 센시티 디자인하기
‣ 설계 조건에 맞는 센시티를 디자인해보자.
<설계 조건>
1. 센서 기술의 한계점을 해결하도록 설계한다.
2. 도로와 주변 건물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설계한다.
3. 교차로를 중심에 그리고 신호등, 횡단보도 등 주변을 디자인한다.
4. 색을 표현하며, 간단한 설명을 첨부한다.

* 센시티 설명
※ 예) 신호가 남은 시간을 자동차에 전송하여 미리 예측 할 수 있게 한다. 교차로에서 사각지대
가 없도록 시야를 확보했다. 건물 외벽이 잘 인식되도록 신호를 잘 반사할 수 있는 재료로 만
들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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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센시티 공유하기

1 센시티 품평회
자기활동 평가하기
1.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역할명

이름

센시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일

2. 안전한 자동차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나요?
자기점수(0~10점)

이유 및 사례

3.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자신 역할과 태도를 반성해봅시다.

4.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써봅시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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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시티 결과 공유하기
발표 활동 1. 센시티 공유하기

‣ 브리핑 보드 활용하여 센시티 공유하기

센시티 브리핑 보드
1. 우리 센시티의 특징은?

3. 설계한 센시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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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센시티를 만들고 느낀 점은?

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3 센시티 평가하기
발표 활동 2. 센시티 평가하기
1. 가장 기억에 남는 센시티는?

2. 그 이유는?

3. 우리 센시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점은?

4. 우리 센시티에 보완할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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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 탐색하기
Career Path 활동 1. 관련 직업 알아보기
◇ 100조개 센서가 장착되는 시대가 온다!
… 2024년에 1조개, 2036년에는 100조개의 센서가 활용되는 시대가 온다! 관련 전문가는 “미래에는 정보의
공유화와 보편화가 시작되며 거의 모든 곳에 센서가 장착될 것”이라며 미래를 예측했다 …
- ○○신문

1. 美 퓨처리스트지가 꼽은 미래직업 1순위는 '센서 발명가 & 디자이너’
- 센서 발명가 & 디자이너는 무슨 직업일까? 그들이 하는 일을 상상해보자.
워크넷 ‘센서 개발자’ :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sensor)를 연구·개발한다. 각종
반도체 소자의 특성과 구조를 연구·분석한다. 열·빛·습기·압력 등을 가하였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을 연구하여 온도센서, 습도센서, 초음파센서, 가속도센서, 적외선센서, 바이오센서, 이미지센서 등을 개발한
다. 인텔리전트 센서(intelligent sensor) 등 정보나 수치를 스스로 계산, 판단, 처리하는 보다 높은 기능의 센
서를 개발하기도 한다.

2. 센서 기술을 활용하거나 관련된 진로와 직업을 찾아보자.
센서 개발자, RFID시스템 개발자, 감성인식기술전문가, 사물인터넷 개발자, 무인기계경비원, 안드로이드로봇공학
자 등 워크넷에 ‘센서’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미래 직업을 상상하여 그려보자.

※ 예) 자율주행자동차 센서 수리 전문가, 센서 청소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전문가, 보험회
사원, 자동차 부품 판매자, 사물인터넷 전문가 등

● 그린 그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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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심화활동지 자료]
우리 주변의 센서 기술은?

활동 1.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센서기술 찾아보기

‣ 실생활에 사용되는 센서 기술에 대해 브레인라이팅 하기

※ 예) 휴대폰, 리모콘, 현관 동작 감지등, 자동문 등

‣ 로봇청소기의 센서 원리 탐구하기

※ 예) 출동 감지형 : 기계식 센서를 사용하며 센서에 충격이 가해지면 모양이 변형됨을 감지하
고 이동 방향을 변화하여 다른 곳을 청소한다.
초음파 및 적외선 센서 : 장애물과의 거리를 인식하여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인공지능 센서 : 공간을 인식하고 학습하여 공간의 크기, 청소 패턴, 청소가 많이 필요한 곳 등
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여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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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이 들려주는 STEAM 이야기 :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는 완벽할까?
최근 로봇청소기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로봇청소기의 센서! 누워있
다가 로봇청소기에 머리카락이 빨려들어가 119를 부르는 등 집안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다. 로봇청소기는 왜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빨아들일까?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로봇 청소기는 스스로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청소 작업을 스스로 하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다. 가정에서 접하게 되는 서비스 로봇 중 가장 먼저 상용화한 분야중 하나로 1990년대부터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최초로 출시된 제품은 스웨덴의 가전기업인 일렉트로룩스가 제조
한 트릴로바이트(Trilobite)로, 1997년 영국에서 시제품이 공개되고 2001년 11월 스웨덴에서 출시
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로봇청소기는 이동제어 방식과 청소방식에 따
라 크게 보급형, 중급형, 고급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보급형은 충돌감지용 센서를 통해 장애물과 충돌 시 방향을 바꾸면서 청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부딪혀야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소음과 충격이 발생한다.
중급형은 초음파, 적외선 센서 등을 장착하여 장애물을 인식하고 거리를 판단하여 충돌 없이 청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배터리가 소모되기 전 스스로 충전장치를 찾아가 충전하는 기능 등을
갖추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고급형은 중급형에 인공지능 센서와 카메라 등이 장착되어 있어 로봇청소기가 공간을 인식하고 학
습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공간 지도를 스스로 작성하여 경로
를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빠르게 청소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으로 다양한 가전
제품과 결함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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