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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1. 프로그램 개요
1

주제개요
‘태양광 충전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는 중학교 1~3학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지구촌 공동
의 문제를 파악한다. 그 중 전기에너지 부족과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이슈인 위생 문제에 대해 실제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생각해본다. 독서등과 살균등을 제작하여 재생에너지와 살균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학습 목표
-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적정기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실제 국내외에서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 태양에너지와 자외선 LED를 이용한 살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science) :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장치를 통해 과학 지식의 활용방안 파악하기
- T(technology) : 태양광 충전배터리 원리를 이해하고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 E(engineering) : 간단한 부품으로 독서등과 살균장치를 공학적 설계하기
- A(arts) : 다양한 형태의 독서등과 살균등을 디자인하기
- M(math) : 설계 시 수치화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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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준거틀

2. 교수 학습과정

상황 제시
- 개발도상국의 전기 에너지 부족과 위생 상황을 보고 문제 해결방안을 생각하여 적정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1

흐름도

- 전기부족을 해결하는 적정기술들과 그에 따른 원리를 이해한다.

도입
(5분)

수업 안내

전개1
(30분)

지구촌 문제와
적정기술

전개2
(50분)

적정기술과 STEAM
기반의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한 독서등과
살균등 기초이론

전개3
(30분)

태양전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
만들어보기

전개4
(60분)

창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독서등과 살균등
제작하기

마무리

정리 및 설문조사

1차시

[ 출처: 루미르, 연합뉴스 ]

창의적 설계

2차시

- 태양광 배터리 충전을 통해 재생 에너지를 이해한다.
- 완제품 조립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독서등과 살균등을 디자인 한다.
- 독서등이나 살균등 이외 다른 용도로도 제작 가능하다.

감성적 체험
- 제품의 제작의도를 설명하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만든 제품은 본인이 소유하여 기록물로 남긴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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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교수학습 과정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3

과학

학교급/학년
중심과목

[과학]

성취기준

영역

교수학습활동 단계
활동순서

중학교/ 1~3학년

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입(5분)

민하고 태양광을 이용하는 독서등과 살균등

차시

3차시

전개1(30분)

제작하기

: 지구촌 문제와 적정기술

*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습목표

[9기가04-13]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이해
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
연계과목

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을 제안한다.

성취영역

[9기가05-09] 적정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의 의

기술가정 - (5) 기술 활용

미를 이해하고 적정기술 체험 활동을 통하여 문
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고 평가한다

S: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장치를 통해 과학 지식의 활용방안 파악하기

요소

M: 설계 시 수치화 작업하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지구촌 내외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표적인 전기에너지 부족과 위생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
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위 문제를 해결하는 독서등과 살균등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여 태
양광을 통한 재생에너지와 자외선 LED를 이용한 살균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STEAM
학습준거

상황제시

창의적설계

- 개발도상국의 전기에너지 부족

- 태양광 배터리 충전을 통해 재생

방안을 생각하여 적정기술 아
이디어를 제안한다.
- 전기부족을 해결하는 적정기술들
과 그에 따른 원리를 이해한다.

- 전기에너지 부족과 위생 문제 제시하기(상황제시)
- 나만의 적정기술 아이디어 제안하기(창의적 설계)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에너지를 이해한다.
- 완제품 조립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독서등과 살균등을 디자인 한다.
- 독서등이나 살균등 이외 다른 용도
도 사용 가능하다.

(20분)
- 독서등과 자외선 살균등 만들기 위한 설명

전개3(30분)
: 태양전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 만들어보기

독서등과 살균등 제작하기

E: 간단한 부품으로 독서등과 살균장치를 공학적 설계하기

과 위생 상황을 보고 문제 해결

전개2(50분)

- 태양 전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 만들어보기

장치를 같이 만들어 보며

- LED 독서등과 UV 살균등 회로 연결해보기

후에 원활히 만들도록 유도

전개4(1시간)

A: 다양한 형태의 독서등과 살균등을 디자인하기

개발의도

- 적정기술 성공 사례 소개하기

: 적정기술과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 창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T: 문제점을 찾고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STEAM

- 적정기술 정의와 특징 소개하기

- 적정기술의 조건과 개발 분야 소개하기

* 태양에너지와 자외선 LED를 이용한 살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연계과목

-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 활동 소개하기

(30분)

* 실제 국내외에서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기술가정 - (4) 기술시스템

소개하기
- 조 편성 및 안전교육하기
- STEAM 수업의 개요와 수업 시 주의사항 안내하기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와 위생 문제에 대해 고
주제

주의사항

-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학교 밖 STEAM 프로그램 내용

[9과09-02]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
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

활동내용

감성적 체험

- 제작한 제품의 의도를 설명하
고 느낀 점을 얘기한다.
- 만든 제품은 본인이 소유하여
기록물로 남긴다.

- 독서등과 살균등 만들기(창의적 설계)

정해진 가이드 없이 자유
롭게 제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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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1차시 도입(5분)

1.1 적정기술 정의

-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간단하게 소개하기 (홈페이지 참조)

적정기술이란 사회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 http://www.sewb.org/ab-3080 )

진 기술을 말합니다.

- 강사소개하기

1차시 전개1 적정기술과 STEAM 교육의 이해
지구촌 문제와 적정기술
그림 미국캘리포니아 페럴른(Farallons) 연구소 정의

지구에 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쓸 강물이 길어오기 위해 날마다 4시간 넘게 10km를 걸어서 오갑니다. 이
들 가족은 온종일 씻고 마시고 음식을 만드는데 쓰는물(7.6L)은 지구 반대편 대륙에서 변기를 한 번 씻어내리는데 드는 물
(13L)보다 적습니다. 이런 가족이 지구 인구의 20%에 이릅니다. 과연 80%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 2004년 제주 유엔환경계획(UNEP)특별 총회에서-

적정기술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모든 사람이 사용토록 저렴
2. 쉽게 사용 수리할 수 있도록 단순
3. 소규모 운영에 적합
4. 인간의 창의성에 적합
5.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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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1.2. 적정기술 성공 사례

이 외에도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어떤 불편을 겪고 불편을 겪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적정기술은 적정한 기술수준과 적은 비용, 현지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1. Life straw

2. Rocket Stove

3. Hippo Roller Water Projec

4. Free Wheelchair Mission

5. Bike Powered Water Pump

6. Pot-In-Pot Refrigerator

집에 조명이 없어 밤에는 집 안에서 활동하기 어렵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집 안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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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전개 2. 적정기술과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2.1. 적정기술의 조건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외에 전 세계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을 하지만, 항상 성공을 하긴 어려워요, 따라서 적정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2.2. 적정기술 대표 인물
또한 이 적정기술을 대표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기술의 창시자인 슈마허(E.F. Schumacher)입니다.
슈마허는 1911년부터 1977년까지 산 영국 경제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슈마허는 첨
단기술에서 확장하여 중간기술을 제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정기술의 아버지: 폴 폴락(Paul Polak)이 있습니다.
폴 폴락은 미국 소아정신과 의사로 1981년 IDE를 설립하고
또한 무상지원은 의존심을 키우고 계속 가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소액이라도 돈을
추가적으로 적정기술 조건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지불하는 것이 적정기술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해야 한다.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무상지원은 의존심을 키우고 빈곤을 연장하므로 노동을 통한 가치창출에 대한 대가 또는 소액이라도 비용을 지불하여야
지원품을 소중히 사용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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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정기술 기반
주요 적정기술 개발 활동 분야는 기본생존을 위한 지원사업과 미래지향적 지원사업으로 나뉩니다. 기본 생존을 위한 지원사업중 에
너지와 위생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2.4. 상황제시
(전기에너지 부족)
전기 걱정 없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전 세계 인구 중 12억이 전기가 없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지만 중남미나 아프리카는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브룬디의 경우 전기
가 9%밖에 보급되지 않았고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인 나이지리아조차도 전기보급률은 5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집 안속 TV나 세탁기, 가전제품, 에어프라이어에도 사용되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작동 시키는데도 사용됩니다. 자동차를 탈 때 사용되는 기름이나 가스도 에너지 종류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종류와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출처: 세계타임즈 2019년 12월 ]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그래서 전기보급률이 낮은 아프리카에선 전기가 없어 깜깜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를 사용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됩니다. 그 결과 대기오염과 지구온난
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

공부나 책을 보기 위해 빛이 필요할 경우 불을 피우거나 몸에 유해한 기름 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이 없어 밤이 되면 하
이에나와 같은 맹수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와 위생에 대해 알아봅시다.

[ 출처: 삼성전자 ]

[ 출처: 루미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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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2.5. 전기에너지와 위생의 관점에서 나만의 적정기술 아이디어 제안하기

(위생)
아래 사진은 인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지만 사진과 같이 제대로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전기에너지 부족과 위생의 관점에서 나만의 적정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해봅시다.

없습니다. 인도의 농촌소득은 한달에 10만원으로 80원 100원하는 저렴한 마스크라도 이 사람들에겐 사치입니다. 또한 경제학자
들은 코로나 19가 끝날 때에는 하루 1.9달러 미만을 사용하는 극빈층이 약 9억 2천 2백만명이 되고 전세계 인구 중 절반은 빈곤층
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출처: 연합뉴스 ]

2.5.1.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나요?
태양은 지구에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태양을 통한 에너지는 무공해, 무제한의 에너지 입니다.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 태양빛

그렇다면 전기에너지 부족 문제와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 수직으로 들어올 때 1cm2 면적이 1분동안 받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은 2.0cal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미국 모하비 사막이나
충남 태안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출처: 미국 모하비 사막의 태양열발전소 ]

[ 출처: 충남 태안의 태양광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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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어떤 기술을 이용하나요?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3차시 전개 3. 독서등과 자외선 살균등 만들기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여 살균을 할 수 있는 자외선 LED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적정기술 아이디어를 통해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독서등과 자외선 살균등을 만들어 봅시다.

실험 준비물

자외선(10~397 nm)은 파장이 짧아 큰 에너지를 내어 살균에 유리합니다. 이 자외선을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DNA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인공적으로 UV를 만들 수 있습니다.

2.5.3. 이 외
이 외 작은 크기의 태양 전지 및 LED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간단한 부품으로 태양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독서등과 살균장치를 설계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스스로 사용가
능하도록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사용하도록 만들고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독서등이나 살균등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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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 주의사항
1

다이오드 역할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2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3.1. 태양전지로 배터리 충전하는 장치 만들기

1

태양전지에 다이오드 연결

태양전지 빨강색 전선에 다이오드 +극을 연결합니다.

전선피복 벗기는 방법

가위로 피복만 잘라 제거해줍니다.

2
3

전선연결 방법

전선을 꼬아주고 그림과 같이 고정하여
절연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4

태양전지-다이오드-건전지 집 연결

다이오드의 –극과 건전지집의 빨강색 전선을 연결합니다.
태양전지의 검정색 전선에 건전지 집의 검정색 전선과 연결합니다.

건전지 넣는 방법

건전지 집 극에 맞게 건전지를
넣어줍니다.

3

5

하우징에 LED 연결 방법

태양전지로 배터리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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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3.2. LED 독서등과 UV 살균등 회로 이해하기
4
검정색 전선 3개를 모두 함께 연결하고
연결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싸줍니다.

1
삼단 스위치 가운데 빨강색 전선에
건전지 집의 빨강색 전선을 연결합니다.

5
건전지 집에 건전지를 끼운 후,
2
삼단 스위치의 I 위치의 빨강색 전선에

스위치 I

스위치를 켜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백색 LED 등의 빨강색 전선을 연결합니다.

스위치 I ON- UV LED 켜짐		
3
삼단스위치의 II 위치의 빨강색 전선에
UV LED 등의 빨강색 전선을 연결합니다.

스위치 II

스위치 II ON- 백색 LED 불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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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4. 창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독서등과 살균등 제작하기
<디자인 예시>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3. 평가계획
1) 교사관찰평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 기준

[9과09-02]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를 통해 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는가?

[9기가05-09]적정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사례를

적정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사례를 통해 이해하였

통해 이해하고, 적정기술 체험 활동을 통하여 해결책을 창의적

는가?

으로 탐색, 실현, 평가한다.

적정기술을 통해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는가?

[9기가04-13]신ㆍ재생에너지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는가?

인 에너지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2) 자기 평가
평가항목
장치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회로를 올바르게 연결하였
나요?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친구
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하였
마무리 단계

나요?

- 설문지 작성하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

: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제출할 용도로 프로그램의 만족도조사, 학생태도조사, 교사용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조사를 통

나요?

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킵니다.

이번 활동에 아쉬운 점은 무
엇인가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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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2)교육 자료
지구촌 문제와 적정기술 자료

1) 교육 영상
지구촌 문제와 적정기술 영상

적정기술과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자료

적정기술과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서등 & 살균등 만들기 영상

교육영상 및 자료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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