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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COVID 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대믹 상황에서도 ICT기술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방역 및
확진자 진단기기의 활용기술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과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과학
기술을 학습용 교재를 통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접하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하고 활용해보는 학문간 융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서 STEAM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용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교재의 집필 목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능력과 변화능력을
키우자], [첨단과학에서 사용하는 지능정보기술을 접해보자], [자연결핍 학습생태계를
벗어나 자연으로 나가보자] 이다. 이런 개발목표에 의거하여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은
첨단과학기술과 접촉하면서 자연속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자연으로 나가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여,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능력과 변화능력을 겸비한 4차 산업 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차시대체형 프로그램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각 주제들은 자연으로 나가서 진행되는 Hands-on 활동들과 연관지어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을 접해 보면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보았다는 Minds-on의
자신감과 긍지를 고취시켜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능력과 변화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또한 교사용 및 학생용을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으며,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다음 그림은 학교급에 따른
주제들을 도식화하였다.

[첨단과학기술과의 만남]
초·중등 STEAM 프로그램

이 책의 구성

이 교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먼 우주에서 보낸 사진과 영상이 0과 1의 디지털 조합으로 이루어져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직접 만든 색 코드와 도안으로 픽셀아트 작품을 완성하여 무선
통신과 컴퓨터 작동원리를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재연해보는 형식으로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주제 개요

학습 목표

STEAM 요소

STEAM 단계 요소

지도안 총괄표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지도안

평가 계획

학습 내용

수업관련자료

학생 답안 예시

1단계 주제 개요에서는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과 각 차시별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2단계
학습목표에서는 내용과 과정별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기술하였으며 3단계에서 과학(S), 기술(T), 공학(E),
인문학(A), 수학(M)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4단계 STEAM 단계 요소에서는 구성틀에 따른 상황제시(Co),
창의적 설계(Cd), 감성적 체험(Et) 내용을 제시하였다. 5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목표를 다루었다. 6단계는 교사들의 수업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차시별 지도안을 기술하였으며 7단계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평가계획을 다루었다. 그리고 8단계와 9단계에서는 수업을 지도할 때 제공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단계에서는 학생용 교재의 답안 예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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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의 비밀을 풀어보자
이런 내용으로 공부해요!
초등학교 5-6학년/6차시

차시

소주제

학습 내용

관련 교과 및 활동
<과학>

우주와 전체 관측하기
Co

1

우주와
천체
관측하기

-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에서 전송된 사진 살펴보기
- s t e l l a r i u m ( 천 문 프 로 그 램 ) 을
활용하여 우주 관측하기
- 우주에서 지구로 어떻게 사진이
전송되었을지 생각해보기
픽셀 찾아보기
Et

- 컴퓨터의 정보처리 방식 이해하기
(이진법 사용)

2

픽셀
찾기

- 컴퓨터에 이미지가 저장되는 과정
표현하기
- 우 주 사 진 을 확 대 해 서 픽 셀
확인하기
- 미니 현미경으로 스마트폰 액정
(RGB) 관찰하기

[6과02-01]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실과>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과학>
[6과04-03]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 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수학>
[6수05-06]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실과>
[6실04-09]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

모스암호와 해독원리 알아보기
Et

3

암호
해독
게임

<수학>

- 암호해독 게임으로 암호와 해독
원리 이해하기

[6수05-07]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

- 암호화(code)와 복호화(decode)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실과>

- 암호를 사용하여 우주로 보내는
메세지 쓰기

[6실04-08]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2020 융합인재교육

차시

소주제

학습 내용

관련 교과 및 활동

나만의 색 코드 암호 도안
만들기
Cd

4

도안
디자인하기

- 픽셀아트 도안 디자인하기
- 색으로 표현된 도안을 나만의 색
코드로 제작하기
- 전하고

싶은 색 정보를 색 코드로
암호화하기

<미술>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
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실과>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실과>

5

픽셀 아트
작품
만들기

제작한 색 코드 암호 도안으로
픽셀 아트 작품 만들기
Cd

[6실02-05] 바느질의 기초를 익혀 간단한
수선에 활용한다.
<미술>

- 암호를 해독하여 작품 완성하기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작품 발표하기

6

작품
발표하기

Et

<미술>

- 산출된 결과물을 발표하고 상호
평가하기

[6미02-06] 작품 제작의 전체 과정에서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 수정, 보완할 점 피드백하기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Co Context 상황 제시
Cd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Et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Engineering 공학,

Art 예술,

Math 수학

2020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초등학교군 5-6학년 STEAM

픽셀의 비밀을 풀어보자

1. 주제 개요
첨단과학기술의 하나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을 뜻한다. 디지털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고 있다. 컴퓨터는
현대 사회의 모든 정보를 스위치가 OFF 상태인 0과 ON 상태인 1로만 이해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0과 1만 이해하는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방법를 이해시킬 수 있지만 손쉽게 접하고 예술적 감각도 향상시킬 수
있는 ‘디폼블럭’을 이용하여 ICT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표1]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1] 프로그램의 구성
우주와 천체 관측하기

정보 통신의 원리 이해하기

픽셀 아트 작품 만들기

이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 중 우주와 천체 관측을 시작으로 먼 우주에서
촬영된 디지털 정보가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컴퓨터의 데이터
전송 방법과 정보 통신의 원리를 이해하고 ‘디폼블럭’ 이라는 도구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픽셀 아트
작품을 제작하는 형식으로 설계하였다.
학습자는 이 프로그램을 학습함으로써 우주와 천체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집중력,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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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표
■내용목표
- 컴퓨터의 데이터 전송 방법과 정보 통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무선 통신의 원리를 경험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정목표
- 픽셀 아트 작품 제작 과정에서 창의력과 집중력,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작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진다.

3. STEAM 과목 요소
■S(과학) :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 대표적인 별자리
■M(수학) :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해석하기
■T(기술) : stellarium(천문 프로그램) 사용법, 언플러그드 s/w,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해결
■A(예술) : 나만의 픽셀 아트 작품 만들기, 자기 및 동료 평가하기

4. STEAM 단계별 내용 및 요소
차시

STEAM
준거틀

중심
교과

STEAM
요소

1

상황
제시
(Co)

-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서 전송된 사진을 살펴본다.
- stellarium(천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주를 관측하고, 조사한다.
- 우주에서 지구로 어떻게 사진이 전송되었을지 생각해 본다.

과학,
실과

S, T

2

감성적
체험
(Et)

- 컴퓨터의 정보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표현해 본다.
- 우주 사진을 확대해서 사진 속의 픽셀을 찾아본다.
- 미니 현미경으로 스마트폰 액정(RGB)을 관찰한다.

과학,
미술

S, A, M

3

감성적
체험
(Et)

- 암호해독 게임으로 모스암호와 해독원리를 이해한다.
- 암호화(code)와 복호화(decode)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해 본다.
- 미션)암호를 사용하여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를 써 본다.

과학,
실과,
미술

M, A

4

창의적
설계
(Cd)

- 픽셀 아트 도안 디자인하기
- 색으로 표현된 도안을 나만의 색 코드로 제작하기
- 전하고 싶은 색 정보를 색 코드로 암호화하기

과학,
실과,
미술

T, A

5

창의적
설계
(Cd))

- 제작한 색 코드 암호와 도안을 연결한다.
- 색 코드 암호 도안으로 픽셀 아트 작품을 만든다.

과학, 수학,
실과, 미술

T, A

6

감성적
체험
(Et)

- 산출된 결과물을 발표하고 상호 평가한다.
- 수정, 보완할 점을 피드백한다.

과학,
실과,
미술

S, T, A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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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프로그램명

픽셀의 비밀을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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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총 6차시

교육목표

디지털 숫자로 전달되는 무선 통신의 원리를 경험하고, 디지털 숫자를 통해 자신이 만든 픽셀
아트 작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다.

관련교과

초등학교 과학, 수학, 실과, 미술

<과학>
[6과02-01]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6과04-03]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 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수학>
[6수05-06]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6수05-07]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

교육과정
목표

<실과>
[6실02-05] 바느질의 기초를 익혀 간단한 수선에 활용한다.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6실04-08]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6실04-09]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미술>
[6미01-04]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6미02-06]작품 제작의 전체 과정에서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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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도안
<1차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우주와 천체 관측하기

차시

1/6

-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문제제시 & 제작활동

도입(5분)

-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서 전송된
사진 살펴보기
- 뉴호라이즌 우주선이 보낸 명왕성 사진이
어떻게 다운로드 되었을지 생각해보기

정리(5분)

S,T

- 우주와 천체를 관측하고 디지털 정보 전송에 대해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기를 수 있다.

흐름

전개
(30분)

관련교과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학생활동지

▶ stellarium(천문 프로그램)

- stellarium(천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주를
관찰하기

▶ 나사의 우주사진 슬라이드

-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디지털 정보가 우리
에게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는지 탐구해 보기

■ 우주 사진과 천체 관측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디지털 정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송되는지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차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픽셀 찾기

관련교과

S,A

차시

2/6

- 컴퓨터의 정보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컴퓨터에 이미지가 저장되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 현미경 사용법을 알고, 바른 자세로 미니 현미경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액정을 관찰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도입(5분)

- 컴퓨터의 정보처리 방식 이해하기(이진법 사용)

▶ 학생활동지

- 컴퓨터에 이미지가 저장되는
과정 표현하기
- 우주 사진을 확대해서 픽셀
확인하기
- 미니 현미경으로 스마트폰
액정 (RGB) 관찰하기

■ 스위치가 OFF 상태는 0과 ON 상태는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머나먼 우주에서
찍어 보낸 명왕성 사진도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전파로 전송지구에서 픽셀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임을 안내한다.

- 우리 주변의 사진이나 영상들이 픽셀로 이루
어져 있음을 알기

■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스마트
TV 등)로 보는 글과 화면, 이미지, 영상들이
모두 픽셀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전개
(30분)

정리(5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현미경 사용법을 알고 바른 자세로 현미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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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흐름

- 암호 해독 게임으로 정보의 전달과정을 알고,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도입(5분)

- 구조신호 영상을 보고 암호를 떠올려보기

모스암호와 해독원리 알아보기

문제제시 & 제작활동

관련교과

S,T,A

차시

3/6

학습자료(▶) 및 유의점(■)
▶ 영화 엑시트 모스부호
구조신호 영상

- 암호 해독 게임으로 모스암호와 해독원리
이해하기
- 암호화(code)와 복호화(decode) 과정을 이해
하고 체험하기
- 우리나라의 한국광복군 암호를 해독해 보기
전개
(30분)

■ 로마자 모스부호와 숫자 모스부호를 해독해
보고, 자신의 이름을 한글 모스 부호로
나타내 보며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광복군 암호를 해독해 보면서 암호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존재했음을 떠올려
보도록 한다.

- 미션)암호를 사용하여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 쓰기
정리(5분)

- 암호화 복호화 과정을 체험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4차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흐름
도입(5분)

나만의 색 코드 암호 도안 만들기

관련교과

S,T,A

차시

4/6

- 정보 통신의 원리를 이해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나만의 픽셀아트 작품 도안을 디자인할 수 있다.

문제제시 & 제작활동
- 구글 8bit 화가 앱 살펴보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 구글 앱

- 픽셀 아트 도안 디자인하기
-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자신이 디자인한 도안을
앱으로 구현해보기

전개(30분)

■ 디자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도안을 검색하여 그려볼 수 있도록
한다.

- 색으로 표현된 도안을 나만의 색 코드로 제작하기
- 전하고 싶은 색 정보를 색 코드로 암호화하기
정리(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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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디자인한 도안 발표하기

■ 친구들이 디자인한 도안을 감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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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흐름
도입(5분)

S,M,T,A

차시

5/6

- 색 코드 도안으로 픽셀 아트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문제제시 & 제작활동
- 색 코드 암호 도안 살펴보기
- 제작한 색 코드 암호 도안으로 픽셀 아트 작품
만들기
- 자신이 완성한 도안으로 디폼블럭 작품을
완성한다.

전개
(30분)

정리(5분)

관련교과

픽셀 아트 작품 만들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학생활동지
■디폼 블록 디자인은 교사가 제시하는 작품
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소규모 학급에서는
색깔별 블록을 구입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디자인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다.
■제작한 색 코드 암호 도안으로 픽셀 아트
작품을 완성하도록 한다. 도안이 완성되면
선생님께 디폼 블록을 받아서 작품을 완성
한다.

- 픽셀 아트 작품을 완성하고 주변 정리하기

■ 도안과 비교해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본다.

<6차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흐름

작품 발표하기

관련교과

S,T,A

차시

6/6

- 픽셀 아트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작품 제작의 전체 과정에서 느낀 점, 알게 된 점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문제제시 & 제작활동
- 산출된 결과물을 발표하고 상호 평가하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 친구들의 작품에서 잘된 점, 보완할 점 등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35분)

- 수정, 보완할 점 피드백하기
정리(5분)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느낀 점, 프로젝트를
마치며 느낀 점 발표하기

작품의 설계와 제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 콘텐츠 개발계획
- 암호 해독 원리를 설명하는 UCC 동영상 제작
- 스마트폰 화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는 과정의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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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계획
1)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상황
제시

평가
항목

평가척도
우수(A)

보통(B)

미흡(C)

우주와
천체 관측하기

우주와 천체 관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디지털 정보 전송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있음

우주와 천체 관측에
관심이 있고, 지구로
디지털 정보 전송에 대한
호기심이 있음

우주와 천체 관측에
미흡하고, 디지털 정보
전송에 대한 호기심이
부족함

도안
디자인하기

나만의 도안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색 코드를
정해 도안을 제작할 수
있음

나만의 도안을 디자인 할
수 있고, 색 코드를 정해
도안을 제작할 수 있음

도안 디자인에 미흡하나 색
코드를 정해 도안을 제작할
수 있음

픽셀 아트
제작하기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음

재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음

재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구상할 수 있음

모스부호
해독 게임
체험

모스부호 해독 게임을
수행하면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답을 얻음

모스부호 해독 게임을
하였으나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함

모스부호 해독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함

미니 현미경
원리 체험

현미경을 바르게 활용
하였으며, 스마트폰 액정을
확대 관찰하여 화면의
색이 변할 때 픽셀의
모습을 관찰함

현미경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액정을 확대하여
관찰하였으며, 화면의
색이 변할 때 픽셀 모습을
관찰하지 못함

현미경 사용이 미숙하여
스마트폰 액정을 확대하여
관찰하지 못하였으며,
화면의 색이 변할 때 픽셀
모습을 관찰하지 못함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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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와 천체 관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현미경을 사용법을 알고
바르게 활용하여 스마트폰 액정을 관찰함.
- 모스부호

해독 게임을 수행하면서 제시된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고, 나만의 도안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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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상황 제시
우주와 천체
관측하기

창의적 설계
도안
디자인하기

픽셀 아트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모스부호
해독 게임 체험

총평

현미경
원리 체험

3)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
영역
상황
제시

평가기준

평가 척도
상

중

하

디지털 정보 전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주와 천체를 관측하였는가?

색 코드를 단순화하여 도안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였는가?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디폼블록을 활용하여 픽셀 아트를 잘 완성하였는가?

모스 부호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답을 얻었는가?
감성적
체험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동료
평가

감성적
체험

친구들의 작품을 존중하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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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습 내용

• 관련영상
- 소프트웨어, 세상에 로그인
하다.

[출처] 소프트웨어야 놀자

- 비트, 디지털 세상

[출처] 소프트웨어야 놀자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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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과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세상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최소한의 정보처리
방식(ON&OFF)을 소개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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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우주와 천체를 관측하고 디지
털 정보 전송에 대해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기를 수
있다.
-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수업전개]
동기유발 (5분)

↓
우주와 천체 관측하기
(30분)

↓
학습정리 (5분)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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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사진과 천체 관측 프로
그램 체험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디지털 정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송되는지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stellarium(천문 프로그램)

교사용_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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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컴퓨터의 정보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컴퓨터에 이미지가
저장되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 현미경 사용법을 알고, 바른
자세로 미니현미경을 사용
하여 스마트 폰 액정을 관찰할
수 있다.

[수업전개]
동기유발 (5분)

↓
픽셀 찾기 및
현미경으로 스마트 폰 액정
관찰 하기
(30분)

↓
학습정리 (5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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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picture Element)
-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점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임을 인식하게 한다.

• 스위치가 OFF 상태는 0과 ON
상태는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머나먼 우주에서 찍어 보낸
명왕성 사진도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전파로 전송지구에서
픽셀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임을
안내한다.
• 현미경 사용법을 알고 바른
자세로 현미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 TV 등)로 보는
글과 화면, 이미지, 영상들이 모두
픽셀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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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암호 해독 게임으로 정보 의
전달과정을 알고,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수업전개]
동기유발 (5분)

↓
암호 해독 게임 활동
(30분)

↓
학습정리 (5분)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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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자 모스부호와 숫자
모스부호를 해독해 보고, 자신의
이름을 한글 모스 부호로 나타내
보며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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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한국광복군 암호를
해독해 보고, 우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만의 암호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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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정보 통신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만의 픽셀아트 작품 도안을
디자인할 수 있다.

[수업전개]
동기유발 (5분)

↓
도안 디자인하기
(30분)

↓
학습정리 (5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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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자신이 표현한 디자인을 픽셀로
표현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MEMO

교사용_27

픽셀의 비밀을 풀어보자

• 색 코드는 RGB 및 색상, 명도,
채도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자신이 디자인한 도안을 어플리
케이션으로 표현해보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낀 점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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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작품을 감상하면서
잘된 점을 칭찬하고, 개선할
부분을 서로 자유롭게 피드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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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색 코드 도안으로 픽셀 아트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수업전개]
동기유발 (5분)

↓
픽셀아트 작품 만들기
(30분)

↓
학습정리 (5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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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색을 정해 색 코드
도안을 만들고, 자신만의 색 코드
도안으로 픽셀아트 작품을 완성
하도록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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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픽셀아트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작품 제작의 전체
과정에서 느낀 점, 알게 된
점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수업전개]
발표 및 평가(35분)

↓
학습정리(5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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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업 관련 자료
◆뉴 호라이즌(New Horizons) 우주선이 보낸 명왕성(Pluto) 사진

명왕성 [사진제공: NASA]
[출처 : http://www.itworld.co.kr/news/94575#csidx19dd031c8c9862d915ca5d25c8026fa]

나사(NASA)의 뉴 호라이즌(New Horizons) 우주선은 명왕성(Pluto)의 놀라운 이미지들을 보내오고 있다. 그러나
30억 마일, 즉 48억 km가 떨어진 곳에서 이 사진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하는
신호에는 시간이 걸리며 이는 데이터 속도와 함께 많은 과제를 안겨준다. 그러나 나사의 심우주통신망(Deep
Space Network, DSN)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다. 마치 위성 시스템을 이용하는 장거리 전화 서비스 업체를
생각하면 비슷할 것이다.

[출처] http://www.itworld.co.kr/news/94575#csidx19dd031c8c9862d915ca5d25c8026fa

DSN은 미국 캘리포니아 바스토우(Barstow), 스페인의 마드리드,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인근에 설치한
거대한 위성 수신안테나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았다. 이들 위성 수신안테나는 지구상에서 약 120도
경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선이 하나의 안테나에서 사라지기 전에 다른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아낼 수
있다. DSN 기술 관리자 제프 오스만은 "민감한 안테나는 독자적, 혹은 그룹으로도 작업하며, 월마다 약 3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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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탐색기와 함께 통신한다"며, "뉴 호라이즌 우주선이 명왕성에 최근접 비행을 하면서 보낸 첫 번째 이미지는
마드리드와 바스토우에 위치한 70미터 안테나를 통해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데이터는 거의 초당 1,200비트
속도로 다운되는데, 이는 1990년대 초 인터넷 모뎀 속도다. 이 신호가 뉴 호라이즌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여행하는 데에는 4.5시간이 걸린다. 오스만은 우주선이 항상 지구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뉴 호라이즌이
명왕성 최근접 비행 위치에서 찍은 사진들을 지구에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찍은 동영상을 언제든 바로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DSN(Deep Space Network)은 나사에만 국한된 조직이 아니다. DNS 특성상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유럽 우주 기관(European Space Agency)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과 같은 곳에서 발사한 것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래서 DSN은 언제나 12~15개의 우주위성체와 얘길 나누고 있다. 이는 현재 DSN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안테나들을 통해 우주탐사와 데이터 전송속도와 사용 빈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대부분 우주선들은 8.4~8.5GHz 대역인 X밴드를 사용한다. 이 주파수 대역은 심우주 통신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구에 돌아오는 신호들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나사와 같은 기관들은
지상파와의 간섭 현상을 피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 또한 잡음으로 인해 우주 당국들이 미래
우주선을 위해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인 32GHz 대를 원하고 있다.운이 좋다면 보이저 1호와 통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보이저 1호는 1977년 발사되어 현재 250억 마일, 400억 km 떨어진 곳까지 나아갔다. 이는
인간이 만든 물체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이다. 보이저 1호와 지구가 통신하는 데에는 대략 36시간이 걸린다.
오스만은 “우리가 보이저 1호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다음 날 그 대답이 온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itworld.co.kr/news/94575#csidx19dd031c8c9862d915ca5d25c8026faeditor@itworld.co.kr

◆나사의 우주 사진 슬라이드

[출처] https://www.msn.com/ko-kr/news/photos/%EB%82%98%EC%82%AC%EA%B0%80%EC%B4%AC%EC%98%81%ED%95%9C-%ED%99%98%EC%83%81%EC%A0%81%EC%9D%B8%EC%9A%B0%EC%A3%BC-%EC%82%AC%EC%A7%84%EB%93%A4/ss-AAJazX6#imag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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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천문 소프트웨어 Stellarium

[출처] http://www.stellarium.org/

PC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하늘을 구현하여 플라네타리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태양, 달, 행성, 별,
성운, 성단, 은하 의 위치를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 시간, 장소에 따라 계산하여 모니터 상에 표시해 준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천체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천체를 선택하면 해당 천체의 상세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Zoom-in / Zoom-out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천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천문교육자들에게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여 간이 플라네타리움으로써 천문 교육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평면모니터나 프로젝트가 아닌, 실제 반구형 플라네타리움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천체관측가는 관측일의 하늘을 미리 재현하여 가상관측을 하며 관측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실제 관측시
성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야간모드를 활성화하면 화면이 붉은색으로 변하여 암적응을 해치지 않고 관측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자신의 천체망원경과 접안렌즈의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야를 표시할 수 있으며, 관측계획
또는 실제 관측시 유리하다. 천체사진가라면 천체망원경과 카메라 또는 CCD의 정보를 입력하여 촬영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천체망원경과 연결하여 천체망원경을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천문교육과 관측을 위한 매우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출처] [스텔라리움] 무료 천문 소프트웨어 Stellarium 소개 및 설치와 첫 실행 | 작성자 Byu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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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rium 사용방법
http://www.stellarium.org/ 홈페이지 접속해서 자신의 컴퓨터 사양에 맞게 선택해서 다운로드한다.

설치를 시작하면 언어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한국어가 없으므로 영어를 선택한 후 Next로 넘어간다. 라이센스
동의에 체크 후 Next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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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지정 후 계속 Next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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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llarium 실행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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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리움 왼쪽 도구상자 기능 >
위치창(F6) : 특정 나라와 지역을 지정
시간창(F5) : 원하는 시간으로 지정
하늘과 보기 설정창(F4) : 별과 행성 등의 시각적 효과 지정, 풍경, 하늘 문화변경 가능
검색창(F3) : 원하는 천체를 검색하여 찾음
설정창(F2) : 프로그램 언어설정, 스크립트 쇼 등
도움말창(F1) : 단축키, 유용한 사이트, 프로그램 정보

< 스텔라리움 아래 쪽 메뉴 >

1

2

3

4

5

상자 아이콘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단축키

설명

1. 별자리 선
2. 별자리 이름표
3. 별자리 그림
4. 적도좌표계 격자
5. 지평좌표계 격자

C
V
R
E
Z

별자리 선을 나타냄
별자리 이름을 나타냄
별자리 그림을 나타냄
적경/적위 선을 표시
고도/방위 선을 표시

6. 지면

G

지면을 표시하거나, 사라지게 하여 지평선 아래의 천체를 볼
수 있게 함

7. 방위기점
8. 대기
9. 딥스카이 천체
10. 행성 이름표
11. 적도의/경위대 전환
12. 선택한 천체로 이동
13. 야간 모드
14. 전체 화면 모드
15. 외계 행성 보기
16. 유성우 끄고 켜기
17. 유성우 검색
18. 인공위성
19. 시간 속도 감소
20. 정상 속도
21. 현재 시각으로 설정
22. 시간 속도 증가
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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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D
Alt + P
Ctrl + M
Space 키
Ctrl + N
F11
Ctrl + Alt + E
Ctrl + Shift + M
Ctrl + Alt + M
Ctrl + Z
J
K
8
L
Ctrl + Q

지평선에 방위를 표시
대기효과를 줌, 낮에도 별을 볼 수 있게 함
딥스카이 천체들의 위치 파악
행성의 위치를 표시
적도의/경의대 전환
선택한 천체로 이동함
어둠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화면 색을 바꿔줌
전체화면으로 전환
외계의 행성을 볼 수 있음
유성우를 끄고 켤 수 있음
유성우를 검색하는 기능
지금 현재 인공위성을 볼 수 있음
과거 시간으로 속도 감속
정상 속도로 진행
시각을 현재 상태로 설정
시간 속도를 증가할 수 있음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종료함

학교급_초등학교군

< 위치지정 >
가로 도구상자에서 위치창 또는 F6키를 누르고,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 원하는 위치를 입력하면 지역과 해당
나라가 검색된다. ‘기본값으로 사용’을 클릭하면 다음 스텔라리움 실행 시 반복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 행성 찾기 >
행성들은 검색창(F3)을 이용해서 찾고, 검색한 행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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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휠로 확대하여 행성을 크게 볼 수 있다.

< 스크립트 쇼 >
도구상자 중 설정창 또는 F2키를 누르면 메뉴 중에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다양한 천체 쇼를 볼 수 있다.
제목
landscapes

내용
설정 가능한 풍경들을 둘러봄

lunar_partial
lunar_total

개기월식

screensaver
solar_eclipse

2009년 방글라데시에서 개기일식

startup
zo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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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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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암호
모스에 의하여 발명된 전신부호이며 발신전류로 선과 점으로 구성되고 그 조합으로 영어 알파벳을 표현한다.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A%A8%EC%8A%A4%20%EB%B6%80%ED%98%B8

1838년 원형(原型)이 구상되고 1843년에 실용되었다. 짧은 발신전류(점)와 비교적 긴 발신전류(선)를
배합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표시한 것으로 기본적인 구조는 세계적으로 공통된다. 이 모스부호가 전신연락용으로
사용된 것은 1844년 발명자인 모스에 의해서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의 전신연락에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부호는 단점(短點:dot)과 단점의 3배 길이인 장점(長點:dash)으로 구성되며, 문자와 기호 사이는 3단점 길이의
간격을 취한다. 구문(歐文)의 경우 어(語)와 어 사이는 7단점 길이의 간격을 두고, 국문의 경우 자(字)와 자 사이는
5단점의 길이를 둔다. 통신사가 키[電鍵]를 눌러서 전류의 단속(斷續) 또는 전압의 고저 등 변화를 가하여 전송을
한다. 수신측에서는 도래부호(到來符號)를 음향 또는 기록으로 받아 통신사의 청각 또는 시각으로 판별하는
수신작업을 한다.
한국에서는 1885년 9월 28일 서로전선(西路電線)이 개통되어 한성(漢城)과 인천 사이의 전신업무가 개시될 때
일본과 청나라를 통하여 도입된 전신부호를 받아들였다. 전신 방식의 전기통신에서는 문자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전류단속의 장단(長短) 또는 전류의 강약을 배합하여 전송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신부호이고 그 중에서
초창기부터 실용적인 것으로 채택된 것이 모스부호, 5단위 또는 6단위 부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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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부호는, 1832년 미국인 S.모스가 프랑스 유학에서 귀국하는 뉴욕행 기선(汽船) 슈리호 선상에서 전신기에
대한 착상과 고안을 했다. 그 때 그는 전보문 전송은 숫자에 의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숫자는 점의
수와 점과 점 사이의 간격으로 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모스는 숫자로 전문을 전송하기 위하여 일정한
숫자를 각 단어 및 간단한 문장에 맞추어 은어표(隱語表)를 생각해 내었다. 이 은어표는 9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페이지에는 단어와 상용문구를 91개씩 기입하고 페이지와 행(行)을 지시함으로써 약 8,000어 정도의
어구(語句)를 전송할 수 있게 조립해 놓았다. 그 후 모스 전신기의 제작 동반자인 A.베일은 점의 수에 의한 숫자의
전송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부호에는 점뿐만이 아니라 선을 더하여 통신하는 방법에 착안하였다.
이때까지의 전신기로는 단점만으로 표시하였던 것을 긴 직선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조립을 한다면 보다 많은
부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신문사 등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빈도를 조사하는 등 연구에 착수하였다.
사용도가 빈번한 문자는 아주 간단한 부호로 충당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취된 것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모스부호의 근원이다. 이 모스부호는 1844년 워싱턴~볼티모어 사이의 전신개통에 사용된 후 점진적으로
개량되어 국제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스부호가 되었다.
국제간에 협정된 모스부호의 구성은 다음 규칙에 따르도록 규약되어 있다. ① 선(dash)의 길이는 점(dot)의
3배일 것, ② 한 자를 형성하는 선과 점 사이의 간격은 1점과 같을 것, ③ 문자와 문자의 간격은 3점과 같을 것, ④
어(語)와 어의 간격은 7점과 같을 것 등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모스부호 [Morse Code] (두산백과)

[출처] 어린이 조선일보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8/2016051801936_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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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 암호 W-K(우전킴)

[출처]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277129

[출처] https://twitter.com/michuholgu/status/1294199278429073408?lang=de

일제강점기 한국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였던 김우진은 광복군으로 활약하며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에
참여했던 인물로, 광복군의 무전통신을 위한 한글 암호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한글
암호가 개발됐고 실전에 활용됐다. 암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글의 자모를 해체한 뒤 이를 아라비아숫자나
기호 등으로 대체한 암호다. ‘ㄱ’이 1, ‘ㄴ’이 2가 되는 식이다. 다른 하나는 역시 자모를 해체한 뒤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순서를 바꿔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암호다. ‘ㄱ’을 ‘ㅂ’으로, ‘ㄹ’을 ‘ㄱ’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대한사람’을 ‘매찻아갈’로 바꿔서 규칙을 모르면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W-K(우전킴)의 암호는 전자를 택했다. 그에게 암호의 원리를 묻자 70여 년 전의 일임에도 막힘이 없었다.
그는 “모든 글자를 네 자리로 바꾼 게 기본 원리”라며 “한글의 자음과 모음, 받침을 구분해 자음과 모음을 2자리
숫자로, 받침은 00을 앞에 붙여 네 자리 숫자로 표시했다. 알파벳과 숫자도 네 자리의 숫자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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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만든 한글 암호표를 보면 자음은 11부터 24의 숫자로, 쌍자음은 25~29로, 모음은 30~39로, 복합모음은
40~49로 대체된다. 받침은 0011부터 0034까지의 숫자를 썼다. 숫자와 알파벳도 0051부터 0136까지의 수로
변환된다. 선생은 “전파를 이용한 무전통신용 암호였으며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전달할 수 있었다. 모든 숫자를
붙여 쓰기 때문에 상당히 길지만 무조건 네 자리로 끊어 읽으면 돼 헷갈릴 염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김’은 W-K 한글암호로 ‘11390015’가 된다. ‘ㄱ’은 11, ‘ㅣ’는 39, 받침 ‘ㅁ’은 0015다. 그의 암호는
단지 글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오(7731)’, ‘매우 긴급(7750)’, ‘지금 분주하다(7716)’ 등 자주 쓰는
표현을 교환신호로 만들어 포함시켰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암호를 연구한 책 ‘한국 독립운동과 암호’에 따르면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 한글을
‘감추는’ 암호는 한반도에 3·1운동이 번져가던 1919년 3월 처음 일제에 알려졌다. 중국 하얼빈에서 발견된
한 장의 문건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숫자, 방위가 각각 아라비아숫자나 점, 선, 원 등의 기호와 짝지어 있었던
것이다. 암호 해독법이 담긴 ‘암호부’였다.
이후 이런 암호들은 조금씩 ‘문법’을 바꿔가며 꾸준히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일제강점기 암호를 연구한
이은영 성균관대 한문학과 초빙교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3.1운동에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에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암호는 점점 복잡해졌다. 1945년 개발된 김 선생의 W-K 암호는 그 정점이었다.

하지만 어렵사리 만든 W-K 암호는 결국 쓰이지 못했다. 작전 준비가 한창이던 1945년 8월 일본이 갑자기
항복해버린 것이다. 이 암호는 비밀에 부쳐져 미국 국가기록원(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전신)에 소장돼 오다
1988년 비밀이 해제돼 세상에 알려졌다.
[출처] 동아일보 [출처]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713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01/94352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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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과 해상도
픽셀(Pixel)은 ‘Picture(그림) Element(원소)’를 줄인 말로 ‘화소’라고 불리며, 컴퓨터, TV, 모바일 기기 화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디지털 이미지들을 크게 확대해보면, 그림의 경계선마다 부드러운 곡선이
아닌 계단같이 연결된 작은 사각형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은 사각형이 바로
픽셀이며, 픽셀수가 많을 수록 좀 더 정교하고 매끄러운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출처 :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http://news.samsungdisplay.com/305]

디스플레이의 각 픽셀들은 색(Color)과 계조(Grayscale)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작은 서브픽셀(Sub Pixel)로
구성되어 있다. 인접해 있는 서브픽셀들은 우리 눈에서 서로 다른 점으로 인지하지 않고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는데 빨강(R), 녹색(G), 파랑(B) 각각의 서브픽셀들이 나타내는 빛의 조합을 통해 색을 표현한다. 빛의
3원색인 R, G, B를 혼합하여 원하는 색을 만드는 가색 방식으로 픽셀은 R, G, B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Red + Green = Yellow, Red + Blue = Magenta , Blue + Green = Cyan , 그리고 Red + Green + Blue = White,
RGB 모두 섞이지 않은 경우는 Black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흰색은 R,G,B 서브픽셀이 모두 켜져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검정은 모두 꺼져 있는 상태가 된다.
또 각 서브픽셀을 통과하는 빛의 양에 따라 계조표시가 가능하여 표현 가능한 색의 수가 다양해진다.
디스플레이에는 이런 픽셀이 많게는 한 화면에 수백만개가 존재하며 각 픽셀이 전달받은 신호값에 따라 색을
표현하고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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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모니터, 스마트폰의 화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상도(resolution)’는 한 화면에 ‘픽셀’이
몇 개나 포함되는지를 의미한다. 보통 가로 픽셀수와 세로 픽셀수를 곱한 형태로 표현한다. 픽셀이 많을수록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PPI는 1인치 안에 들어오는 픽셀수를 의미한다. PPI가 높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픽셀 수가 많아지고 더 세밀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해진다. 동일한 5.1형의 스마트폰을 비교해보면 FHD(1920 x 1080) 해상도 제품의 PPI는
432로, WQHD (2560 x 1440)는 577PPI 이다. 같은 면적에서 PPI가 높은 WQHD가 FHD보다 더 화질이 높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WQHD라 하더라도 6.0형의 스마트폰은 490PPI이다. 해상도가
같아도 면적이 더 작은 디스플레이에서의 이미지가 더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보인다.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http://news.samsungdisplay.com/305

48_교사용

학교급_초등학교군

◆픽셀표현 어플리케이션
픽셀을 표현할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하여 나만의 도안을 픽셀로 만들어 볼 수 있다.
< 구글 8bit 화가 앱 >

<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나만의 픽셀 도안 예시 >

[출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netap.bit8painter&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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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색상 코드
네이버 검색창이나 그림판을 이용해서 색상 코드를 검색할 수 있다.

[출처]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8
3%89%EC%83%81%EC%BD%94%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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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 red-green-blue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RGB(적·녹·청)에 의해 색을 정의하는 색 모델, 또는 색 표시 방식. 빛의 3원색인 적·녹·청을 혼합하여 색을
나타내는 RGB 방식은 컬러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컬러 모니터, 또는 인쇄 매체가 아닌 기타 빛을 이용하는 표시
장치에서 채용되고 있다. RGB 방식은 적·녹·청을 혼합하여 원하는 색을 만드는 가색 방식을 사용한다. 즉,
화면상의 한 점의 색은 3색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색은 다음과 같이 된다. R는 적색,
G는 녹색, B는 청색, R＋G＝황색, R＋B＝붉은 보라색(마젠타), B＋G＝청록색(시안), R＋G＋B＝백색, R·G·B의
어느 것도 가해지지 않으면, 즉 어느 것도 비춰지지 않으면 흑색이 된다. 이와 같이 R·G·B가 비춰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조합에 따라 색을 만들면 8색이 된다.

◆CMYK
< cyan, magenta, yellow, black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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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 출판(DTP)을 포함한 다양한 인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색 표시 모델의 하나로, 사이안-마젠타-황색흑색 모델. 인쇄업계에서는 이를 YMCK라고도 부른다. 컴퓨터로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화면으로 색을 확인하면서
하지만 이것을 인쇄 잉크로 종이에 인쇄하면 화면에서 확인한 색과 실제로 인쇄된 색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것은
컴퓨터 화면상의 가색 혼합 방법인 RGB(적·녹·청) 모델과 감색 혼합 방식인 CMYK 모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상에서 잉크 제조업체의 잉크를 지정하고 이미지 세터로 인쇄하거나, CMYK의 색과 RGB 색의
지정을 변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HSB
< hue-saturation-brightness >

컴퓨터 그래픽스(CG)에서 색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색 모델의 하나인 색상·채도·명도 모델. H는
색원(色圓)상의 색인 색상(hue)을 뜻하는데, 0도에 적색, 60도에 황색, 120도에 녹색, 180도에 시안(청록색),
240도에 청색, 300도에 마젠타(적보라색)가 있다. S는 채도(saturation)를 뜻하는데, 어떤 특정 색상의 색의 양으로
보통 0~100%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채도가 높을수록 색은 강렬해진다. 예를 들면, 소방차의 적색은 고채도의
색이고 분홍색은 고채도가 아니다. B는 명도(brightness)를 뜻하는데, 어떤 색 중 백색의 양으로 0%이면 흑이고
100%이면 백이다. HSB 모델을 HLS, 즉 색상-명도-채도 모델이라고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RGB [red-green-blue]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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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풍경에 '픽셀 아트' 삽입했더니 생긴 즐거운 변화
스웨덴인 조안 칼그렌은 주변 환경을 바꿔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상호작용 거리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다. 조안의 거리 예술은 비디오 게임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캐릭터를 픽셀로 만든 다음,
주변 풍경 가운데 가장 적합해 보이는 공간에 배치한다. 버섯 캐릭터는 버섯 옆에 놓고, 악마 캐릭터는 하수구
속에 넣어 배치하는 식이다. 조안의 작업은 인스타그램에서 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실제로
길거리에서 이런 예술을 발견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인스타그램 @pappaspar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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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 YTN plus https://www.ytn.co.kr/_ln/0104_201711011445063619
인스타그램 @pappasparlor

◆학습 내용 제작과정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5RHsGaSTyg&feature=youtu.be&ab_channel=%EA%B9%80%EC%A0%9
5%ED%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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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사진
현미경으로 픽셀 찾아보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도안 구현하기

색코드 암호 도안 만들기

픽셀 아트 작품 만들기

작품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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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용 자료 답안 예시
[프롤로그]

디지털 세상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을 뜻한다. 쉼없는
창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소프트웨어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원거리 간 데이터 통신, 세상 어느
곳과도 연결되는 인터넷 등으로 모든 사람이 연결되는 시대(internet of people)가 도래했다.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는 시대(internet of
things)로 발전해 가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 세상에 log - in 하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세상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중 영국
bbc뉴스에서는 시그널로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사용했다. 세 번 짧고 한 번 긴 박자 ‘밤밤밤 바~’로 시작하는
운명의 1악장의 첫 네 음 리듬이 모스부호로 ‘승리’(victory)의 첫 글자 'V'를 의미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사용된 것이다. 모스부호는 알파벳의 모든 문자를 점과 선, 단음과 장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손가락이 열 개인
인간의 수 체계에서는 10개의 숫자로 많은 수를 표현하고 있다.

[출처] 소프트웨어야 놀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6193&cid=58367&categoryId=6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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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정보를 표현하고 있을까? 컴퓨터는 현대 사회의 모든 정보를 스위치가
OFF 상태인 0과 ON 상태인 1로만 이해한다. 정보처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모든 숫자를 ON/
OFF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비트는 사람의 언어를 연결해주는 약속체계로 우리가 입력하는 문자를 이진수
신호로 약속하여 출력한다. 우리가 입력하는 A를 01000001 이라는 이진수 신호로 약속된 A라는 그림으로
출력하고 있는 것이다. 비트로 표현되는 무한 디지털 세상,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비트들의 조합이
소프트웨어이다.

[출처] 소프트웨어야 놀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6184&cid=58367&categoryId=6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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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시]

1/6차시

우리 지역
우주와
가로등
천체
설치
관측하기
현황 알아보기
1. 다음은

나사(NASA)의 뉴 호라이즌(New Horizons) 우주선이 보낸 명왕성(Pluto) 사진입니다. 30억 마일,
즉 48억 km가 떨어진 곳에서 찍은 이 사진이 어떻게 다운로드 되었을까요?

명왕성 [사진제공: NASA]
[출처 : http://www.itworld.co.kr/news/94575#csidx19dd031c8c9862d915ca5d25c8026fa]

DSN(Deep Space Network)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인 마그리드, 호주 캔버라에 있는 커다란 안테나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테나들이 각각 또는 같이 동작해서 30개 정도의 우주 탐사선과 통신, 탐사선이
촬영한 정보는 9시간이 지나야 지구에 전송됨

58_교사용

학교급_초등학교군

2. stellarium(천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주와 천체를 관찰해볼까요?
1) 상대적인 크기가 큰 행성부터 순서대로 써봅시다.
목성-토성-천왕성-해왕성-지구-금성-화성-수성

2)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 중 하나를 골라 행성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행성 이름

색

표면 상태

특징

화성

붉은 색

사막처럼 암석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음

지구보다 작고, 대기가 있다.

3.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우주와 천체에 관해 더 알고 싶은 점이나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출처 :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901031234343631]

울티마 툴레는 태양계 끝 카이퍼벨트 구역에 있는 소행성으로 지구로부터 약 6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천체의 우주선 탐사입니다. 울티마툴레는 태양계와 행성들이 만들어진 시기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울티마 툴레의 땅과 대기의 화학 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호라이즌스호가 촬영한 사진과 수집 데이터를 모두 받는 데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데이터 전송이 2년이 걸릴 만큼 멀다는 것을 실감했다.
- 더 멀리 있는 우주의 정보를 알고 싶다.
- 우주가 굉장히 광대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4.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디지털 정보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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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2/6차시

픽셀 찾기
1. 우주에서 보낸 명왕성 사진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확대해볼까요?

명왕성 [사진제공: NASA]

2. 우주 사진에서 어떤 모양이 발견되었나요?
- 화면이 깨져 보인다. 흐릿해졌다.
- 사각형 모양이 발견되었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점을 ( 픽셀 )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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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0(OFF)과 1(ON)로만 이해합니다. 우주에서 찍어 보낸 명왕성 사진도 0(꺼짐)과 1(켜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전파로 전송하여 지구에서 픽셀의 이미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보는 글과 화면,
이미지, 영상들도 모두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0(꺼짐)과 1(켜짐)로 표현하는 컴퓨터가 사진의 색상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미니 현미경으로
스마트 폰을 관찰해서 액정이 표현되는 모습을 관찰해봅시다.
- 액정에서 영상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도록 하여, 픽셀의 변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chlwnqhd85/221787997833
※컴퓨터에서 0과 1로 내보낸 신호를 모니터 액정의 빨강, 파랑, 초록 형태의 픽셀에 작은 불을 끄거나(0)
켜서(1) 우리가 볼 수 있게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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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3/6차시

암호 해독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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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스암호를 해독해 볼까요?
모스부호

해독하기

/ - - - /

SOS

/

- -

/

- / -

-

/ - - - /

-

- /

/

SPACE

LOVE

/ - /

BTS

- -

/ - - - / - / - -

GOT7

- -

/ - - - / - - - / -

GOOD

/

HI

-

-

/ -

- - /

BYE

2. 자신의 이름을 한글 모스부호로 나타내어 봅시다.

- 초성, 중성, 종성을 끊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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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거리 >

[출처] 어린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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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의 암호를 해독해 봅시다.
한국광복군 암호 W-K(우전킴)

[출처] https://twitter.com/michuholgu/status/1294199278429073408/photo/

대한독립만세

4.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골든 디스크라는 음반이 실려 있습니다. 이 음반에는 한국어를 포함한
55개국 언어로 된 인사말이 들어있고, 아기의 울음소리, 베토벤 교향곡 5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만의 암호로 표현해 봅시다.
- 모스암호, 한국광복군 암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암호를 새로 만들어서 간단한 메시지를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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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4/6차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도안 구현하기
1. 나만의 픽셀 아트 작품 디자인을 설계해 도안을 완성해 봅시다.
작품 디자인하기
-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연필, 색연필 등을 이용해 도안을 디자인한
후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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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자신이 표현한 디자인을 픽셀로 표현해 봅시다.
이름

캔버스 크기 지정

손으로 터치하여 픽셀로 표현하기

새로운 캔버스
16 × 16
32 × 32
48 × 48
64 × 64
96 × 96
128 × 128

<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나만의 픽셀 도안 예시 >

[출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netap.bit8painter&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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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 코드란 무엇일까요? RGB 색상표를 찾아 코드를 살펴봅시다.

색상

색 코드

R

G

B

빨강색

#FF0000

255

0

0

4. 색 코드를 단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 기호를 단순화 한다.
- 숫자를 사용하거나 영문자를 사용한다.
- 짧게 표현한다.
- 점이나 선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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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5/6차시

픽셀 아트 작품 만들기
색 코드 도안을 완성해서 디폼블럭으로 픽셀 아트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색상

색 코드

- 자신이 필요한 색상에 따라 완성한 색 코드와 도안으로 작품을 완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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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코드 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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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써 봅시다.
- 픽셀아트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 색상이 다양한 코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 색상을 내가 원하는 코드로 만들어 색 코드 도안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 다양한 방법으로 도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도안을 표현하는 코드에 색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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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6/6차시

작품 발표하기
학습한 내용을 여러 친구들 앞에서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어 봅시다. 친구들이 발표할 때에는
경청하며, 비난 보다는 개선할 점을 찾아주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발표내용
1. 제작한 픽셀 아트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봅시다.
2. 자기평가표 및 동료평가표를 작성하여 토의해봅시다.

※ 이 프로그램을 마치며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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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록표 >
평가
영역
이름

상황 제시
우주와 천체
관측하기

창의적 설계
도안
디자인하기

픽셀 아트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모스부호
해독 게임 체험

현미경
원리 체험

총평

친구들 작품에서 잘된 점과 수정, 보완할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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