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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데이터 술래잡기: 데이터 X 인터랙티브아트

학습 개요
주제 개요
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자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회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데이터 과학자(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주목받는 직업군으로 꼽힌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의사결정에 있다. 사소한 의사결
정을 할 때도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듯이 문제해결 과정은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며 시각화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데
이터 과학의 기능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도 데이터 과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데이터 과학은 금융, 유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건강관리
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역시 데이터 과학이 두각을 보이는 분야다. 이번 프로
그램에서는 신체와 신체 동작에 기반한 데이터에 대해 탐색해볼 것이다. 미술에서 인터랙티
브아트는 관람자의 움직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분야이다. 데이터과학과 인터랙티브아트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의
원리를 익히고 창의적 활동으로 확장해보는 기회를 가져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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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내용 목표
(인지적 영역)

경험 목표
(탐구적 영역)

과정 목표
(정의적 영역)

- 데이터와 데이터 과학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미술의 변화를 이해한다.

- 마이크로비트의 기능, 센서, 구조 등을 이해하며 코딩 설계를 할 수 있다.
- 마이크로비트의 통신 기능을 실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인터랙티브아트를 감상하고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 친구들과 함께 만든 인터랙티브아트로 소통 능력 및 창의적 사고를 높인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9과24-01]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
과학

할 수 있다.
[9 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미술

수학

[9미01-0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9미02-03]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기술·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가정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
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정보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
집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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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 및 평가
STEAM 단계 요소
! 인터랙티브아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상황 제시

! 데이터 과학은 실생활과 산업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 데이터를 수집해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아트에 대해 알아본다.

! 우리 주변의 실시간 데이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탐색한다.
창의적 설계

!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기를 활용해 나의 움직임 데이터 측정기를 설계한다.
! 마이크로 컨트롤러 통신 기능을 활용해 인터랙티브아트를 계획한다.
! 인터랙티브아트를 감상하고 기존 미술과 다른 점을 생각한다.

감성적 체험

! 내가 만든 데이터 측정기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친구들의 데이터를 수
집한다.
! 통신 기능을 활용한 데이터 장치로 인터랙티브아트 레이스를 즐긴다.

차시별 지도 내용
단계

- 데이터와 데이터 과학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인터랙티브아트의 원리와 구조, 실시간 데이터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45분)
(1차시)

유의점(※)
★ 작품 동영상

1. 목표

움직이는
데이터,
인터랙티
브아트

학습 자료(★) 및

교수 학습 활동

(1) 대니얼 로진, <거울
연작>
https://www.youtube.
com/watch?v=kV8v2GKC
8WA&t=11s

2. 수업 내용

(2) 스콧 스니베, <경

! WONDER + ENGAGE

계의 함수>

‣ 미술관에 간 나비

https://www.snibbe.c

‣ 인터랙티브아트가 궁금해

om/projects/interact

- 신체 동작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인터랙티브아트 소개

ive/boundaryfunction

(1) 대니얼 로진, <거울 연작>
(2) 스콧 스니베, <경계의 함수>
(3) 제르 소프, <엑소>

s
(3) 제르 소프, <엑소>
https://www.jerthorp
.com/exo

! INVESTIGATE + CREATE

★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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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랙티브아트는 무엇일까?
- 인터랙티브아트의 개념과 발전
‣ 인터랙티브아트는 어떻게 만들까?
- 인터랙티브아트 원리 소개
‣ 활동 1. 어떤 데이터 수집 장치가 쓰였을까?
- 움직임 데이터 감지하는 센서
- 각 작품에 사용한 센서와 입력데이터

활동 1.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활동지
활동 2.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활동지

‣ 인터랙티브아트 작품의 장치와 구조
‣ 데이터와 실시간 분석
‣ 활동 2. 우리 주변의 실시간 데이터
-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시각화

★ 참고 자료
<예술과 IT –
인터랙티브 아트의
기술과 구현>
https://blog.lgcns.c

! SHARE + REFLECT
- 인터랙티브아트와 데이터에 관한 생각 나누기

om/1183

- 다음 시간 내용 예고
1. 목표
-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사례를 탐구한다.
- 마이크로비트의 기능, 센서, 구조 등을 이해한다.
- 움직임 장치를 만들기 위한 코딩 설계를 한다.
- 장치를 통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2. 수업내용
! WONDER + ENGAGE
‣ 디지털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장치
나의
움직임
데이터
장치
(45분)
(2차시)

- 운동과 신체 변화 데이터를 기록하는 웨어러블 장치 소개

★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
com/watch?v=utUgh-2Q
L0A
https://www.youtube.
com/watch?v=mFqdl-3I
E2U

‣ 더 읽기: 웨어러블 장치의 현재와 미래
★ 준비물
활동 1. 마이크로비트,
건전지 및 홀더, 스마
트폰 및 태블릿PC, 테
이프 및 밴드 등 기타
재료, 활동지

! INVESTIGATE + CREATE
‣ 마이크로비트를 소개합니다.

활동 2. 활동지
활동 3. 제작 장치(마
이크로비트,
건전지
및 홀더), 활동지

- 마이크로비트의 구조와 기능, 쓰임새
‣ 마이크로비트 센서
-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된 빛, 온도, 가속도, 나침반 센서 소개
- 가속도 센서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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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1. 마이크로비트 코딩
- 예제 1. 이름표 만들기
- 예제 2. 만보계 만들기
‣ 움직임 데이터 장치 예시
- 마이크로비트로 만들 수 있는 움직임 데이터 장치
예시 제안(아령)
‣ 활동 2. 움직임 데이터 측정기 설계(모둠별 활동)
- 움직임 데이터 측정기 만들기 설계, 코딩, 테스트
! SHARE + REFLECT
‣ 활동 3. 나는 체력왕!
- 모둠별 친구들의 데이터 값 기록
- 최고기록 달성을 위한 다양한 변수(동작, 환경
등)에서 테스트
1. 목표
- 마이크로비트의 통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인터랙티브아트를 감상하고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 친구들과 함께 만든 인터랙티브아트로 소통 능력 및 창의적
사고를 높인다.

https: //vimeo.com/2
87250162
https: //youtu.be/npjT
mG-TBHQ

2. 수업 내용
! WONDER + ENGAGE
‣ 함께하는 인터랙티브아트
- 데이터를 바탕으로 참여자 사이 상호작용을 이끄는 인
데이터
술래잡
기

★ 작품 동영상

★ 준비물
활동 1. 마이크로비트,
건전지 및 홀더, 스마트

터랙티브 작품 소개

폰 및 태블릿PC
활동 2. 마이크로비트,

(45분)
(3차시)

건전지 및 홀더, 스마트
폰 및 태블릿PC, 활동지

(1) 팀 머레이 브라운과 팀, <동굴의 소리>
(2) 애런 코블린과 자넷 에켈만, <셀 수 없는 불꽃>
! INVESTIGATE + CREATE
‣ 마이크로비트의 통신
‣ 활동 1. 마이크로비트 통신 따라 하기
- 예제 1. 기분 라디오
- 예제 2. 운동 릴레이
‣ 활동 2. 데이터 술래잡기 코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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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마이크로비트,
건전지 및 홀더, 활동지

창의적 설계
- 지난 시간 움직임 데이터 측정기에 통신 기능 부가
- 움직임 데이터 수치가 일정 범위에 도달할 때 다른
장치에 메시지(LED 출력)를 송수신하는 인터랙티브아
트 설계
! SHARE + REFLECT
‣ 활동 3. 친구들과 함께하는 인터랙티브아트
- 각 모둠의 움직임 데이터 수집 장치의 통신기능을
활용해 다른 모둠과 레이스 펼치기
- 다른 모둠 장치의 입력 데이터와 메시지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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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
평가영
역

평가 척도

평가
항목

데이터의
이해

사고력

잘함(A)

보통(B)

노력 요함(C)

데이터의 개념과 데
이터 과학의 특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
으며 과학의 유용성
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음

데이터의 개념과 데
이터 과학의 특징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해하고 있으며 과학
의 유용성에 대해 이
해함

데이터의 개념과 데
이터 과학의 특징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
해함

과학기술의
과학기술
발전과
변화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실생활 변화를 연관해
탐구하는 역량이 뛰어
남

문제
해결력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새로운 산업과
실생활 변화에 대해 파
악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새로운 산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짐

인터랙티
브아트의
활용

인터랙티브아트의 다
양한 도구와 방법을
이해하고 자기표현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인터랙티브아트의 다
양한 도구와 방법을
탐색하고 자기표현의
과정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함

인터랙티브아트의 다
양한 도구와 방법을
탐색함

마이크로
컨트롤러
작동 및
코딩 설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
로 참여함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
현하기 위해 인터넷,
응용소프트웨어를 활
용해 문제해결에 참여
함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
현하기 위해 문제해결
에 참여하고자 노력함

참여도와
자신감

데이터 측정기를 만들
고 친구들에게 소개 및
공유할 때 높은 참여도
와 자신감을 보임

데이터 측정기를 만들
고 친구들에게 소개 및
공유할 때 참여하며 자
신감을 보임

데이터 측정기를 만들
고 친구들에게 소개 및
공유하고자 노력함

상호작용

통신 기능을 활용해 친
구들과 적극적으로 상
호작용함

통신 기능을 활용해 친
구들과 상호작용함

통신 기능을 활용해 친
구들과 상호작용하고자
노력함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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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or 모둠

사고력
데이터의
이해

문제해결력

과학기술
발전과
변화

인터랙티
브아트의
활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작동 및
코딩 설계

태도
참여도와
자신감

총평
상호작용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
영역

사고력

자기
평가

문제
해결력

태도

동료
평가

태도

평가기준

평가하기

나는 실생활 및 주변의 실시간 데이터가 어떻게 쓰
이는지 조사탐구했다
·
.

○○○○○

나는 인터랙티브아트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했다.

○○○○○

나는 인터넷과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

나는 인터랙티브아트의 도구와 방법을 통해 우리
모둠의 작품을 만들었다.

○○○○○

나는 데이터 측정기를 활용해 친구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

내 친구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
안했다.

○○○○○

내 친구는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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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학습내용
1차시 움직이는 데이터, 인터랙티브아트
주제

움직이는 데이터, 인터랙티브아트

관련

과학

교과의

대상

과학, 미술, 수학

교과

관련

차시

미술

성취기준
수학

학년

1/3
중등 차시대체형

[9과24-01]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대
해 설명할 수 있다.
[9미02-03]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
할 수 있다.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

- 데이터와 데이터 과학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목표

- 인터랙티브아트의 원리와 구조, 실시간 데이터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준비물

활동 1.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활동지
활동 2.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활동지

학습

교수 학습 활동

단계

학습 자료(★) 및
유의점(※ )
★ 작품 동영상
(1) 대니얼 로진, <거
울 연작>

! WONDER + ENGAGE

https://www.youtub

‣ 미술관에 간 나비
도입
(5분)

e.com/watch?v=kV8v

‣ 인터랙티브아트가 궁금해

2GKC8WA&t=11s

- 신체 동작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인터랙티브아트 소개

(2)

(1) 대니얼 로진, <거울 연작>

<경계의 함수>

(2) 스콧 스니베, <경계의 함수>

https://www.snibbe

(3) 제르 소프, <엑소>

스콧

스니베,

.com/projects/inte
ractive/boundaryfu
nctions
(3) 제르 소프,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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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erthor
p.com/exo

! INVESTIGATE + CREATE
‣ 인터랙티브아트는 무엇일까?
- 인터랙티브아트의 개념과 발전

★ 준비물
활동 1.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활동지

‣ 인터랙티브아트는 어떻게 만들까?
- 인터랙티브아트 원리 소개

전개
(35분)

활동 2.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활동지

‣ 활동 1. 어떤 데이터 수집 장치가 쓰였을까?
- 움직임 데이터 감지하는 센서
- 각 작품에 사용한 센서와 입력데이터
‣ 인터랙티브아트 작품의 장치와 구조

★ 참고 자료
<예술과 IT – 인
터랙티브
기술과

아트의
구현>

https://blog.lgcns

‣ 데이터와 실시간 분석
‣ 활동 2. 우리 주변의 실시간 데이터
-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시각화

! SHARE + REFLECT
정리

‣ 정리

(5분)

- 인터랙티브아트와 데이터에 관한 생각 나누기
- 다음 시간 내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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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1183

[WONDER + ENGAGE]
▶ 미술관에 간 나비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미술관에 간 나비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넓은 전시장에는 큰 화면이 가득 채웠고 사람들이 화면 앞에서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다. 나비도 사람들과 함께 몸을 움직여 보았다.
나비 앞에 펼쳐진 화면에서는 재미있는 그림이 나왔고
나비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이 바뀌었다.
나비는 마치 자신과 화면이 대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는 미술, 인터랙티브아트에 대해 알아보자!

▶ 인터랙티브아트가 궁금해

대니얼 로진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인터랙티브 디
지털 예술가다. 로진은 <거울> 시리즈를 통해 자
신을 반영하는 거울을 활용한 작업을 다양하게 선
보였다. 관객이 작품 앞에 서면 움직임에 따라 털
이 달린 모터가 변화하며 관객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준다. 로진은 거울을 통해 허구의 자신을 만
나 또 다른 자신을 경험하게 한다.
대니얼 로진(Daniel Rozin), <거울 연작>
https:// www.you tube.com/watch?v=

[출처: 이수진, 『뉴미디어 아티스트, 기술을 활용한 예
술가들』, 커뮤니케이션북스]

kV8v2GKC8WA&t=11s

전시장에 설치된 사각의 공간에 혼자 올라서면 아
무런 반응이 없다. 하지만 2 명 이상의 관객이 올
라서면 두 사람 사이에 경계가 그어진다. 또 다른
사람이 올라서면 각 참여자 사이에 경계가 그어지
면서 각자의 공간이 생긴다. 마치 벌집 모양처럼
생기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 i diagram)의
경계는 사람들 사이, 공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
계와 경계를 보여준다.
[출처:
스콧 스니베(Scott Snibbe), <경계의 함수> h ttps://www.snibbe.com/projects/in teractive/boun
https://www.snibbe.com/projects/int daryfunctions]
eractiv e/boundary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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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 소프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데이터 예술가이
다. <엑소>는 나사(NASA)의 케플러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된 2,300여 개에 달하는 태양계 외 행성
을 탐험하도록 제작되었다. 컨트롤러를 장치한 관
객들의 움직임으로 우주 공간을 유영하며 수많은
행성을 탐험할 수 있다.
제르 소프(Jer Thorp), <엑소>

[출처: https://www.jerthorp.com/exo]

https://www.jerthorp.com/exo
(13 초부터)

[INVESTIGATE + CREATE]
▶ 인터랙티브아트는 무엇일까?
인터랙티브아트는 관객의 참여를 이끄는 미술이다. 관람자가 작품이 설치된 곳을 지나가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이미지가 나오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설치물이 움직인다. 더 적극적인 인터랙
티브아트에서 관람객은 관객이 아닌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인터랙티브라는 이름은 사람
과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작품이 상호작용한다는 의미이다(interact: 상호작용하다).
인터랙티브아트는 1920 년대에 등장했고 컴퓨터 관련 기술이 눈에 띄게 성장한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발전했다.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꾀했던 인터랙티브아트는 같
은 공간에 있는 여러 관람객 사이에 소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
랙티브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만든 장치를 활용해 학급 친구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
들어보자.
▶ 인터랙티브아트는 어떻게 만들까?
인터랙티브아트는 컴퓨터와 각종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만들어진다. 특정 공간에 위치
한 관객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 동작(모션), 열, 소리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활용하고 특정
알고리즘이 입력된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출력된다. 즉 인터랙티브아트는 관
람자의 입력(터치, 소리, 열, 움직임 등)-알고리즘(컴퓨터 프로그래밍)-출력(이미지, 소리 등)
의 구조로 설계된다. 입력(인풋)은 관람자의 움직임 혹은 신체 데이터로, 센서를 통해 얻은
수치나 값이 입력되면 설계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물을 출력하게 된다. 어떤 데이터 입력
을 받는지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와 소리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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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data)는 무언가를 관찰 혹은 측정해서 얻은 값을 숫자, 영상, 단어 등으로 표현
한 것을 말한다. 한국 중학생들의 시력 검사 결과, 역대 월드컵 4 강 진출국 목록 등이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정리하고 해석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 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데이터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데이터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시간 수도 정보, 교통사고 정보, 식품안전정보, 국민건강
정보 등 수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활동 1. 어떤 데이터 수집 장치가 쓰였을까?

움직임과 같은 관객의 반응을 입력 값으로 받는 다양한 장치들을 센서(sensor)라고 부른다. 센서는
온도, 압력, 속도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 정보의 변화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로 전자제
품과 산업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주변에서 쓰이는 센서의 종류를 조사하고 인터랙티브 작품에
는 어떤 센서가 쓰였을지 생각해보자.
1. 사람의 움직임이나 신체 데이터를 감지하는 센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종류
체온계

센서
온도 센서(써미스터, IC 온도센서 등)

체중계

무게

감지 센서(로드셀 센서 등)

자동문

동작 감지 적외선 센서, 안전 센서

2. 각 작품은 어떤 센서를 사용할까? 관람객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 작품이 작동할까? 센서장치와
입력 데이터에 대해 상상해 보자.
※ 지도 사항: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며 정답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센서

센서

센서

키넥트 인체 동작 감지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손 동작 감지 글러브

입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

신체 움직임

관람객의 위치

손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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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랙티브아트 작품의 장치와 구조

로진의 작품에는 인터랙티브아트에서 흔히 쓰
이는 키넥트(kinect: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
한 동작 인식 장치)가 활용되었다. 키넥트는 사
람의 평면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깊이에 대한

대니얼 로진,

데이터를 전송한다. 키넥트는 원래 컨트롤러

<거울 연작>

없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능 때문에 인터랙티브아
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키넥트에는 센서와 레이저 빔을 통해 사
용자의 거리가 측정되고 이 데이터를 처리해 사용자를 인식한다.

관람객들이 바닥에 놓인 사각의 구조물에 올라서면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스콧 스니베,

를 통해 관람객의 존재를 인식한다. 관람객에 대한 정보 즉 데이터는 컴퓨

<경계의함수>

터로 전송되고 알고리즘을 통해 경계(선)를 만들게끔 명령하며 프로젝터로
출력해 관람객이 서 있는 바닥에 선이 그어진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은 특수한 장갑을 끼고 눈 앞에 펼
제르 소프,
<엑소>

쳐진 컴퓨터 스크린을 공간에서 이리저리 옮긴다. 제르 소프는 이 작품의
인터랙션 장치를 위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제스처 기반 동작 인
식 장치를 개발한 존 언더코플러와 협업했다. 영화에서 썼던 방식을 따라
<엑소> 작품에서도 손등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장갑과 센서 감지
테이블을 이용해 화면 속의 오브제를 움직일 수 있다.

▶ 데이터와 실시간 분석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쓸모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
터 속에 담긴 패턴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에서 하는
일이다. 데이터 과학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
론, 알고리즘, 프로그램, 시스템을 동원하는 융합 분야이다. 데이터 과학에서는 데이터를 수
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데이터 속에
서 패턴을 발견하고 분석해 예측까지 한다.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은 바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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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회/1 분)

표1) 시기별 윗몸일으키기 변화 추이(50대)

그림1) 시기별 윗몸일으키기 변화 추이(50대)

1992년부터 2017 년까지 국민 체력 실태 조사에서 측정한 윗몸일으키기 평균 횟수
데이터를 살펴보자. 50대 초반 남성의 윗몸일으키기 평균 횟수는 어떤 추이를 보일까? 표
아래 시각화된 그래프를 보면 더욱 쉽게 파악된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며 윗몸일으키기와 관련된 근지구력이 해가 갈수록 향상되었다고 분
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50 대의 근지구력이 향상된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이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변화 추이를 살피고 특징을 도출하며 그 원인을 분석해 문제나
현상에 대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아트에서는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출력(결과)이 나
올 수 있도록 입력 데이터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해 알고리즘을 만든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은 수많은 정보가 새롭게 쏟아지는 분야에서 즉각적이고 정확한 타이밍에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의 경우 실시간으로 고객들의 움
직임(이동) 데이터를 추적해 마케팅 솔루션을 확보한다.
[출처: 『처음 배우는 데이터 과학』,필드 케이디 지음/ 최순우 역, 한빛 미디어, 2018
『수학없이 배우는 데이터 과학과 알고리즘』, 애널린 응, 캐너스 수 지음/ 최광민 역, 에이콘, 2018

- 15 -

활동 2. 우리 주변의 실시간 데이터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전광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래 사이트에 방문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
는지 조사해보자.
실시간 교통정보

이 데이터를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까?
실시간으로 특정 지역의 교통 흐름

데이터는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까?
교통 체증이 있는 곳은 붉은색, 보통인 곳은 노란색, 교통 흐
름이 원활한 곳은 초록색

시각적으로 표현한 데이터는 어떤 기준(범위)에 따라 구별할까?
차량 속도에 따라 구별한다. 일반도로 기준 시속 30km 이상
이면 원활, 15~30km이면 보통, 15km 미만이면 정체로 구분
실시간 대기정보

이 데이터를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까?
현재 특정 지역의 대기 상태

데이터는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까?
대기 질 좋음은 파란색, 보통은 초록색, 나쁨은 노란색, 매우
나쁨은 붉은색으로 표시

시각적으로 표현된 데이터는 어떤 기준(범위)에 따라 구별할 까?
센서로 수집한 대기질의 수치에 따라 구별한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15 이하면 좋음, 16~35 면 보통, 36~75 면 나쁨, 76
이상은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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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 REFLECT]
▶ 정리
인터랙티브아트와 데이터에 관한 생각 나누기
○ 인터랙티브아트는 그림, 조각 등 기존 미술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자.
- 전통적인 미술에서는 관람객은 보는 주체, 작품은 보는 대상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인터
랙티브아트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없어졌다.
- 작품의 완성 시점이 달라졌다. 전통적인 미술은 작가의 완성으로 작품이 마무리되었지만
인터랙티브아트는 관객과 함께해야 작품이 완성된다.
- 인터랙티브아트는 마치 놀이하는 것과 같다. 만지지 않고 감상해야 했던 이전 미술과 달리
작품과 함께 놀이하는 기분으로 미술을 즐길 수 있다.

○ 내가 잘 활용하는 혹은 우리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예로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정보를 표시할까?
- 서울시 공공자전거 실시간 대여 정보
- 내가 사는 지역의 기상 정보

다음 시간 예고
○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기를 만들
어볼 것이다. h ttps://microbit.org/ko/guide/ 에 방문해 미리 마이크로비트를 알아보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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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나의 움직임 데이터 장치
주제

나의 움직임 데이터 장치

관련

교과의
성취기준

대상

과학, 기술·가정

교과
관련

차시

과학

학년

2/3
중등 차시대체형

[9 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
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기술·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가정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사례를 탐구한다.
학습

- 마이크로비트의 기능, 센서, 구조 등을 이해한다.

목표

- 움직임 장치를 만들기 위한 코딩 설계를 한다.
- 장치를 통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준비물

활동
기타
활동
활동

1. 마이크로비트, 건전지 및 홀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테이프 및 밴드 등
재료, 활동지
2. 활동지
3. 제작 장치(마이크로비트, 건전지 및 홀더), 활동지

학습 자료(★)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및
유의점(※)

! WONDER + ENGAGE
도입

‣ 디지털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장치

(5분)

- 운동과 신체 변화 데이터를 기록하는 웨어러블 장치 소개
‣ 더 읽기: 웨어러블 장치의 현재와 미래

! INVESTIGATE + CREATE
‣ 마이크로비트를 소개합니다.
전개
(35분)

★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
ube.com/watc h?
v=utUgh-2QL0A
https://www.yout
ube.com/watc h?
v=mFqdl-3IE2U
★ 준비물
활동 1. 마이크로
비트, 건전지 및
홀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테이프
및 밴드 등 기타
재료, 활동지
활동 2. 활동지
활동 3. 제작 장
치 (마 이크로 비트 ,
건전지 및 홀더),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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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비트의 구조와 기능, 쓰임새
‣ 마이크로비트 센서
-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된 빛, 온도, 가속도, 나침반 센서 소개
- 가속도 센서 상세 설명
‣ 활동 1. 마이크로비트 코딩
- 예제 1. 이름표 만들기
- 예제 2. 만보계 만들기
‣ 움직임 데이터 장치 예시
- 마이크로비트로 만들 수 있는 움직임 데이터 장치 예시
제안(아령)
‣ 활동 2. 움직임 데이터 측정기 설계(모둠별 활동)
- 움직임 데이터 측정기 만들기 설계, 코딩, 테스트
! SHARE + REFLECT
‣ 활동 3. 나는 체력왕!
- 모둠별 친구들의 데이터 값 기록
- 최고기록 달성을 위한 다양한 변수(동작, 환경 등)에서
테스트

정리

‣ 정리

(5분)

‣ 다음 시간 내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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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 + ENGAGE]
▶ 디지털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장치
○ 신체, 운동과 관련된 데이터는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까?
○ 신체, 운동 데이터를 측정 및 기록하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참고 동영상:
- <건강하게 내 건강 지킨다. 디지털 헬스와 웨어러블 기기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 watch?v=utUgh-2QL0A
- <미래를 입는다. ‘ 웨어러블’ 기기 진화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 watch?v=mFqdl-3IE2U
지난 시간에 배운 인터랙티브아트의 실시간 움직임 데이터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웨어러블 기기 등 IT 기술을 이용해서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질병 치료의 목적
이었다면 최근에는 더욱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웨어러블 장치는 개인의 운동과 신체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다. 걸음
수를 기록하는 만보계뿐 아니라 자신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기록,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의 대표적인 장치다. 최근에는 운동량이나 신체 활동량을 측
정하는 것을 통해 신체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운동과 신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해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
다. 내가 만든 장치로 나의 움직임을 수집하고 친구들에게도 소개한다. 이번 시간에 만드는
장치는 다음 시간, 친구들과 함께하는 인터랙티브아트를 만드는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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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읽기: 웨어러블 장치의 현재와 미래
헬스케어 인공지능 특허 출원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디
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웨어러블은 착용할 수 있는(wearable) 기기로 신
체에 부착해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다. 보통 웨어러블 장치는 가속도, 심박, 호흡, 온도 센
서 및 GPS 등을 통해 사용자 체력, 운동량을 측정하고 주변 정보를 데이터화해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뇌파를 감지하는 웨어러블 장치가 등장해 ADHD,
치매, 우울증을 예방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관심과 성장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관련 산업이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기의 정
확도, 배터리 용량, 디자인, 사용법 등에 대한 단편적인 요소 뿐 아니라 사용자가 지속사용
할 수 있는지, 웨어러블 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자가 얻는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
고 있다. 웨어러블 장치가 직면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다양한 첨단 기술과의 협력도 시도되고 있다.
[출처: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 (2018.3.12.)
http://goodlifetraveller.blogspot.com/2018/03/wearable-device.h tml
「헬스케어 웨어러블 딜레마: 웨어러블의 돌파구는 어디에」, (2018.2.6.)
http://www.yoonsupchoi.com/2018/02/06/is-wearable-dead/]

[INVESTIGATE + CREATE]
▶ 마이크로비트를 소개합니다.

데이터 수집 장치의 주요 재료는 쉽고 재미있게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개발된 작은 싱글보
드 컴퓨터인 마이크로비트(micro:bit)다. 마이크로비트는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과 연결
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만들어 어떻게 하드웨어에
입력을 받고 동작하는지 체험해볼 수 있다. 이 작은 컴퓨터로 데이터 수집 장치를 비롯해
간단한 게임부터 로봇까지 다양한 기기를 만들 수 있다. [참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
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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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D

2

버튼

3

연결 핀

4

라디오 및 블루투스 안테나

5

USB 소켓

6

프로세서

7
8
9

리셋 버튼
건전지 단자
나침반(자기) 센서 및 가속도 센서

밝기 조절이 가능한 5x5 LED 매트릭스로 디스
플레이 용도와 광센서 역할
프로그래밍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버튼으로
게임 및 음악 조작을 위해 사용 가능
아래에 있는 엣지 커넥터에는 외부 장치 연결
용 핀이 있음. 0, 1, 2는 악어클립 또는 케이블
을 사용하여 외부 하드웨어(센서, 모터)와 연결
이 가능. 3V, GND는 전원공급을 해야 하는 외
부기기(전동모터 등)에 전원공급으로 사용
BLE 안테나를 가진 다른 기기들과 정보를 주
고받아 사물인터넷 프로그래밍이 가능
USB 케이블을 연결해 수신
256kB의 플래시 메모리와 16kB의 RAM을 내
장.
외장 배터리 팩을 연결
속도 변화, 자기장 감지, 방향 검출 등이 가능

▶ 마이크로비트 센서
마이크로비트에는 자체적으로 빛, 온도, 가속도, 방향을 감지하는 다양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각 센서는 기능에 따라 물리적 환경 변화를 감지해 수치(값)로 데이터로 측정되므로
동작 데이터 수집 장치를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빛 센서
1

(Light
Sen sor)

온도
2

(Temperature

빛 센서는 빛 또는 빛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인식하는 소자이다. 마이크로비
트에서 빛 센서는 앞면 LED에 있으며 빛의 밝
기를 0-255 단계로 나누어 감지한다.

뒷면 프로세서에 내장된 온도 센서는 온도를
감지해 섭씨온도로 나타낼 수 있다.

Sen sor)

마이크로비트를 흔들거나 움직일 때 단위시간
3

가속도

당 속도 변화를 검출해 동적 힘을 측정한다.

(Acceleration

마이크로비트에서는 3축(X, Y, Z축)의 움직임을

Sen sor)

감지해 나타낼 수 있는데, 대상의 기울기,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나침반
4

(Compass
Sen sor)

나침반 센서는 실제 나침반과 같이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자기 센서로 감지한 자기력
값을 측정해 마이크로비트가 놓여있는
방향(동, 서, 남, 북)을 인지할 수 있다.

※ 마이크로비트 자체 센서 외에도 연결 핀을 사용해 다양한 센서 모듈을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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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마이크로비트의 가속도 x, y, z축

마이크로비트의 가속도 센서는 자기로 움직임을 측정하므로 운동 장치에 활용할 수
있다. 가속도 센서는 3개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LED 스크린이 위로 향할 때
마이크로비트를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이면 x 축의 값이 변한다. LED 스크린이 위로
향할 때 마이크로비트를 앞쪽, 뒤쪽으로 기울이면 y축의 값이 변한다. 앞면, 뒷면의
움직임은 z 축을 통해 측정된다.

[페어링]

* 아래 설명은 아이폰 기준

무선으로 마이크로비트에 코드를 전송할 수 있는 페어링 모드를 사용해보자.
준비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마이크로비트, 배터리 및 배터리 홀더
①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microbit 어플리케이션 다운
② 배터리가 연결된 마이크로비트를 준비하고 근접한 거리에서 블루투스를 켜고
어플리케이션을 열어 [connec t]

클릭!

③ [PAIR A NEW MICRO:BIT]

클릭!

④ 화면에 나오는 대로 마이크로비트의 A, B 양쪽 버튼과 뒷면의 RESET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마이크로비트 LED 창이 채워지고 블루투스 그림 이후 LED 패
턴이 나올때까지 누른다.
⑤ 어플리케이션 [NEXT]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로비트 LED 패턴과 같은 모양으로
어플리케이션에 그려준다. 기기마다 패턴이 다르다. [PAIR] 클릭!
⑥ 마이크로비트 LED 창에 A 버튼(왼쪽)을 누르라는 화살표가 등장하면 A 버튼
을 누른다.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숫자를 누르라고 하면 LED 창에 뜨는 숫자
를 어플리케이션에서 누른다.
⑦ 어플리케이션에 “You have successfully paired with micro:bit”라는 문구가 뜨
면 페어링에 성공!

iOS(아이폰) 페어링 설명 동영상

안드로이드 페어링 설명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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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마이크로비트 코딩
마이크로비트 센서로 측정된 데이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코딩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
을 통해 어떤 행위를 취했을 때 센서가 작동하며 측정된 값을 어떻게 표현할지 명령내릴 수
있다. 스크래치, 엔트리,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블록 등의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makecode로 코딩 작업을 할 것이다. 다음 예제
를 따라 마이크로비트 코딩을 경험해보자
[마이크로비트 메이크코드 화면]
① 블록 메뉴
② 프로그램 창: 블록 메뉴에서 블록을 옮겨 프로그래밍한다.
③ 시뮬레이터: 프로그래밍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
[블록 메뉴 상세]

①
③

②

기본

[시작하면 실행], [무한반복 실행]과 같
은 기본적인 블록들이 있음

입력

센서나 사용자의 명령을 받을 때 사용

음악

소리를 재생할 때 사용

LED

LED 창에 그림을 나타낼 때 사용

라디오

다른 마이크로비트와 라디오
할 때 사용

반복

마이크로비트에 똑같은 일을 반복시킬
때 사용

논리

조건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
때 사용(만약 ~이면 ~~실행)

변수

정보를 담아둘 그릇인 변수를 설정하
거나 사용

[출처: 이준혁 지음, 『 마이크로비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프로젝트』, 영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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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예제 1. 이름표 만들기
①

마이크로비트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Create

Code] 클릭
② [입력] - [A 누르면 실행] 블록 이동.
* 버튼 A를 누르면 실행된다. A 옆 아래 삼각형을 누르
면 B 혹은 A+B로 변경할 수 있다.
* 블록을 선택해 화면 왼쪽으로 넘기면 휴지통 모양이
나오고 해당 블록을 삭제할 수 있다.

③ [기본] - [문자열 출력] 블록을 [A 누르면 실행]
블록 사이에 끼우기. [“Hello!”]를 선택해 내 이름
이니셜을 영문을 입력.
* [기본] 메뉴의 다양한 출력 방식을 경험해보자.

④ 페어링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버튼을 을 눌

러 마이크로비트에 코드를 업로드(플래싱)
※ 업로드(플래싱)는 페어링(A, B버튼+RESET 버튼)이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⑤ 마이크로비트의 왼쪽 A 버튼을 눌러 내 이름 이
니셜을 확인한다.

예제 2. 만보계 만들기
이 프로젝트에서는 발목에 착용한 마이크로비트가 흔들릴 때마다 걸음 수인 변숫값을 1
씩 증가시킨다. 그렇게 측정된 걸음 수는 LED 스크린으로 출력된다.
변수란? 계속 변하는 값이면서 그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걸음 수를 측정할
때 걸음을 걸을수록 걸음 수는 계속 증가한다. 계속 변화하는 걸음 수를 저장하는 공간
을 만들어주어 값을 저장시킨다.
① 마이크로비트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Create Code]
를 누르고 [시작하면 실행] 블록을 만든다.
② 걸음 수를 세기 위해 걸음 수를 저장할 변수를
만든다. [변수 만들기]를 선택해 ‘걸음수’ 를 만들고
[걸음 수에 0 저장] 블록을 끼운다.
③ 걸음 수 세기
[흔들림] 블록을 이용해서 한 걸음을 감지하도록 한
다. 마이크로비트가 흔들릴 때마다 변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걸음수 값 1 증가] 블록을 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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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걸음 수 확인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었는지, 걸음 수를 계속 확인
하고 싶을 수 있다. [무한반복 실행] 블록 안에 [수
출력 0] 블록을 넣고 변수 [걸음수] 블록을 끼워 변
수에 저장된 값을 마이크로비트 LED 창에 계속 출
력하도록 한다.
⑤ 출력 시간 지연
걸음 수를 출력하다 보면 LED 창의 출력 시간이 느
려진다. (출력 시간이 걸음 수 변화를 따라잡지 못
하기 때문) 출력 시간 지연을 없애기 위해, [LED 스
크린 애니메이션 중단 및 삭제] 블록을 추가한다.
마이크로비트를 페어링하고

를 눌러 마이크로

비트에 업로드(플래싱)한다. 마이크로비트를 발목에
착용해 만보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저장하기
화면 아래쪽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코드를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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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 움직임 데이터 장치 예시
마이크로비트로 만들 수 있는 움직임 데이터 수집 장치, 무엇이 있을까?
▶ 아령
준비물: 마이크로비트, 건전지 및 홀더, 페트병, 돌, 벨크론, 양면테이프
측정 종류: y축 값
사용 센서: 가속도 센서
활용 방법: 아령을 들고 운동할 때 일정 y축 값에 도달하면 1 회로 운동 횟수를 세게 한다.

[코딩]
① 시작과 변수 만들기
- 변수 ‘아령횟수’를 만든다.
- A 버튼을 누르면 아령횟수에 0이 저장되면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② 가속도 센서
- 아령은 팔을 안쪽으로 굽히는 운동이므로 마이크로비트의 가속도 센서 y축을 이용한다.
- y축 값을 테스트해 보면서 팔이 굽혀질 때 1회로 설정할 수 있는 값을 찾는다.
- y축 값이 800 이상일 때 변수 ‘ 아령횟수’가 1씩 증가하도록 한다.
- 마이크로비트 LED 창에 ‘아령횟수’가 출력되도록 한다.
- 아령횟수와 출력 시간 지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일시중지 500ms] 블록을 추가한다.
(일시중지 시간은 조절할 수 있다.)

- 빈 페트병에 돌을 넘어 무겁게 만든다.
- 돌이 든 페트병, 마이크로비트 및 건전지
홀더를 벨크론(찍찍이)으로 결합한다.
- 페트병을 아령처럼 팔을 굽혀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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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나의 움직임 데이터 측정기 설계(모둠 활동)

창의적 설계

1

2

3

4

어떤 데이터 측정기를 만들어볼까?

움직임 정하기
- 걷기, 뛰기, 신체 부위 흔들기, 팔 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한발 균형 잡기 등

데이터(수치) 측정 신체 부위 정하기
- 팔, 다리, 손목, 발목 등

마이크로비트 센서 정하기
- 걷기-가속도, 팔 굽히기-가속도, 체온-온도

장치 케이스 및 밴드 제작

코딩 알고리즘 짜기
5

예) 아령
y축 값이 800 이상일 때 -> 변수 1씩 증가 -> 아령 횟수 및 아이콘 출력

makecode에 코딩, 테스트, 정교화
6

- 장치에서 1회로 인식하는 수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여러 번 테스트에 걸쳐 코
딩한다.
- 신체 여러 부위를 테스트하며 적절한 값이 측정되는 부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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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 REFLECT]
활동 3. 나는 체력왕!

시간이 제한된 운동에서 어떤 자세와 동작을 취할 때 가장 높은 기록이 나올까? 가설을 세워
보자. 허리를 굽힐수록 아령 들기가 쉬워질까? 다리를 들수록 아령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을
까? 여러 가지 자세와 동작, 환경과 특성을 변수로 설정하고 모둠 친구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시트에 기록해보자.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본다. 각 행은 한 번의 관측에서 얻어진 데이터 포
인트이고, 각 열은 데이터 포인트를 설명하는 변수가 된다.
예) 친구들 기초정보와 30초간 아령 횟수
변수
일번

이름

1

김나비

2

박ㅇㅇ

3

이ㅇㅇ

4

최ㅇㅇ

5

김ㅇㅇ

6

정ㅇㅇ

오른팔

왼팔

허리를

허리를

굽힐 때

젖힐 때

평균값(1)

평균값(2)
※ 평균값(1) 에는 사람별 다양한 동작에서의 운동 기록 평균값을 기록한다. 평균값(2)에는 각
동작 및 환경별 여러 사람의 운동 기록 평균값을 기록한다.
○ 평균값(1)을 통해 친구들의 운동기록 평균값을 비교해보자. 체력왕은 누구일까?

○ 어떤 동작 및 환경에서 평균적으로 좋은 기록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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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데이터 술래잡기
주제
관련
교과

관련
교과의
성취기준

데이터 술래잡기

목표

대상

미술, 기술가정
·
, 정보

학년

3/3
중등 차시대체형

미술

[9미01-0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기술·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가정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정보
학습

차시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
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 마이크로비트의 통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인터랙티브아트를 감상하고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 친구들과 함께 만든 인터랙티브아트로 소통 능력 및 창의적 사고를 높인다.
활동 1. 마이크로비트, 건전지 및 홀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준비물

활동 2. 마이크로비트, 건전지 및 홀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활동지
활동 3. 마이크로비트, 건전지 및 홀더, 활동지

학습 자료(★)

학습

교수 학습 활동

단계

유의점(※ )
! WONDER + ENGAGE

도입
(5분)

및

‣ 함께하는 인터랙티브아트

★ 작품 동영상
https: //vimeo.c

- 데이터를 바탕으로 참여자 사이 상호작용을 이끄는 인터

om/287250162

랙티브 작품 소개
(1) 팀 머레이 브라운과 팀, <동굴의 소리>
(2) 애런 코블린과 자넷 에켈만, <셀 수 없는 불꽃>

★ 준비물
활동 1. 마이크로

! INVESTIGATE + CREATE

비트,

‣ 마이크로비트의 통신
전개
(35분)

- 예제 2. 운동 릴레이

건전지

및

홀더, 스마트폰 및

‣ 활동 1. 마이크로비트 통신 따라 하기
- 예제 1. 기분 라디오

https://youtu.be
/npjTmG-TBHQ

태블릿PC
활동 2. 마이크로
비트,

‣ 활동 2. 데이터 술래잡기 코딩 설계
창의적 설계
- 지난 시간 움직임 데이터 측정기에 통신 기능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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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및

홀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활동지
활동

3. 마이크로

- 움직임 데이터 수치가 일정 범위에 도달할 때 다른 장
치에 메시지(LED 출력)를 송수신하는 인터랙티브아트 설
계
! SHARE + REFLECT
‣ 활동 3. 친구들과 함께하는 인터랙티브아트
- 각 모둠의 움직임 데이터 수집 장치의 통신 기능을 활
용해 다른 모둠과 레이스 펼치기
- 다른 모둠 장치의 입력 데이터와 메시지 탐구

비트,

건전지 및

홀더, 활동지

※ 게임 진행
- 모둠별로 각 모둠의 움직임 데이터 장치를 소개한다.
- 다른 모둠 장치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기록
한다.
- 게임을 진행할 순서를 정한다.
- 첫 번째 모둠이 운동을 하고 데이터 값이 일정 범위
에 도달하면 다른 모둠의 장치에 메시지가 출력된다.
바톤을 이어받듯이 메시지를 받은 두 번째 모둠은
운동을 통해 다른 모둠에 메시지를 전송한다.
-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모둠의 메시지에 대해
아래 표에 적는다.

‣ 정리
정리

- 전시 학습 내용 복습

(5분)

- 인터랙티브아트를 경험한 나의 소감과 후기
- 과학과 미술의 접점, 신체와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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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 + ENGAGE]
▶ 함께하는 인터랙티브아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람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인터랙티브아트에 대해 알아보자.
팀 머레이 브라운과 팀, <동굴
의 소리>, 2012~
작품 영상:
https://vimeo.com/287250162
참고 자료:
http://caveofsounds.com/

<동굴의 소리>는 동그랗게 배치된 8개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들은 각 악기(높은 상자) 앞에 서서 설명에 그려진 대로 다양한 움직임을 취한. 음악적
경험이나 악기를 다루는 기술이 없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준비된 공
을 돌리거나 손바닥을 펴서 그림자를 만들거나 팔을 쭉 뻗는다. 8 개 악기는 움직임, 빛,
그림자, 터치를 감지하여 데이터를 전송하여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중앙 컴퓨터로 전달
되어 박자와 음악적 조성을 조정한다. 8개의 악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가운
데 설치된 빛을 내는 장치는 변화한다. 이 작품은 관람객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것
과 동시에 각 참여자가 서로 연결되고 음악적으로 소통하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애런 코블린과 자넷 에켈만, <셀 수 없는 스파크>,
2014
참고 자료: http://www.unnumberedsparks.com/
작품 영상: https://youtu.be/npjTmG-TBHQ
2014 년 캐나다 밴쿠버에 나타난 <셀 수 없는
스파크>는 도시에 나타난 거대한 캔버스다. 섬
유로 엮인 캔버스 위에는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바뀌는 빛을 품고 있다. 해가 진 저녁, 참여자들
은 핸드폰과 태블릿에 접속하고 화면을 터치해
선을 그리거나 동그란 형태를 만드는 데 이러한
참여자들의 행위는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캔버스
에 나타난다. 참여자들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도시 속 거대한 캔버스에 그림이 그려진
다. 관람객은 작품을 만드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거대한 빛을 함께 만드는 협력자가 된
다.
위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관객의 움직임, 데이터 전송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인터랙티브
아트는 참여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만들기도 한다. 지난 시간에 만든 ’움직임 데
이터 수집기‘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인터랙티브아트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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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 CREATE]
▶ 마이크로비트의 통신
마이크로비트에는 BLE 칩셋과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다. 마이크로비트는 간단하게 무선통신
하기 위해 라디오 통신 방식을 제공하며 1~255 사이의 주파수를 쓸 수 있다. 마치 방송국
에서 전파를 쏘아 무선으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2 대 이상의 마이크
로비트는 최대 20m 거리에서 통신이 가능하다. 코딩을 통해 같은 주파수(같은 라디오 그룹)
에 있는 한 개의 마이크로비트가 정보 및 신호를 보내면 다른 마이크로비트는 그 정보 및
신호를 받는다. 마이크로비트의 라디오 통신 기능을 활용해 디지털 주사위, RC카의 리모컨
등으로 쓸 수 있다.

[메이크코드의 라디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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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마이크로비트 통신 따라하기
예제 1. 기분 라디오
라디오 기능을 사용해 자신의 기분을 다른 마이크로비트에 전송한다. 두 개 이상 마이크
로비트에 아래 코드를 업로드해 통신을 주고받아 보자.
라디오 그룹 설정
① 같은 라디오 그룹에 있는 마이크로비트들은 서
로 통신할 수 있다. [시작하면 실행] 블록 안에 [라
디오 그룹을 1로 설정] 블록을 추가한다.
전송하기
②-1. A 버튼을 누르면 0을 전송하도록 블록을 추
가한다. [A 누르면 실행] 블록 안에 [라디오 전송:
수 0] 블록을 추가한다. 전송하는 마이크로비트에
서도 A 버튼을 누르면 웃는 얼굴이 나오도록 [아
이콘 출력] 블록을 추가한다.
②-2. B 버튼을 누르면 1 을 전송하도록 블록을 추
가한다. [B 누르면 실행] 블록 안에 [라디오 전송:
수 1] 블록을 추가한다. 전송하는 마이크로비트에
서도 B 버튼을 누르면 우는 얼굴이 나오도록 [아
이콘 출력] 블록을 추가한다.
수신하기
③-1.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라디오 수
신하면 실행: receivedNumber] 블록을 추가한다.
③-2. 행복 수신
[만약 (참)이면 실행] 블록을 만들고, (참)에 비교
연산

[(0)=(0)]블록으로

바꾼다.

왼쪽

(0)에는

(receivedNumber)블록으로 바꾼다. 오른쪽 (0)에는
라디오 전송수 (0)을 설정한다. 만약 0 을 수신하면
웃는 얼굴 아이콘이 나오도록 [아이콘 출력] 블록
을 추가한다.
③-3. 슬픔 수신
(③-2 블록을 Ctrl+C, Ctrl+V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된다) 이번에는 라디오 전송 수가 1일 때 우는 얼
굴이 나오도록 [receivedNumber=1]로 변경한다.
만약 1 을 수신하면 우는 얼굴 아이콘이 나오도록
[아이콘 출력] 블록을 추가한다.
도전과제! 다양한 감정과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전송해보자!
[출처: https://makecode.microbit.org/projects/mood-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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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운동 릴레이
2차시에서 만들어 본 움직임 데이터 장치를 활용해본다. 횟수 및 운동 기록이 일정한 값에 도
달하면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만들어본다. 세 대 이상 마이크로비트를 준비한다.
1번 마이크로비트: 흔들림 감지
1 번 마이크로비트는 만보계(흔들림) 장치이다.
[시작하면 실행]
- 라디오그룹 1 로 설정
- 변수 ‘걸음수’를 만들고 시작할 때에는 걸음수가 0이 되도록 한다.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
- 걸음을 걸으면(=흔들리면) 걸음수 값이 증가하도록 한다.
- 1 번 마이크로비트에 걸음수가 출력되도록 한다.
[무한반복 실행]
- 만약 걸음수 값이 5이상일 때 다른 마이크로비트에게 수1을 라디오
로 송신한다.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receivedNumber]
- 1 을 수신하면 하트 아이콘이 나오도록 한다.
- 2 를 수신하면 체크 아이콘이 나오도록 한다. (수2 송신은 2번

마

이크로비트에서 한다.)
- 3 을 수신하면 스마일 아이콘이 나오도록 한다. (수3 송신은 3번 마
이크로비트에서 한다.)
[트리거 변수]
여러 대의 마이크로비트가 통신하면 데이터가 계속 전송되면서 아이콘
이 수시로 바뀌게 된다. 한 대의 마이크로비트가 데이터를 전송한 후
전송을 멈출 수 있도록 ‘트리거’ 변수를 만든다.
- [시작하면 실행]: [트리거에 1 저장]
- [무한반복 실행]: [만약 (걸음수>=5) 그리고 (트리거>=0)이면 실행]라디오 전송 후 [트리거에 –1 저장]
https://makecode.microbit.org/64456-16402-55849-56893
2번 마이크로비트: y축 감지
2 번 마이크로비트는 y축 값이 800 이상이면 아령횟수 1을 세게 한
다. 아령횟수가 5 번 이상 되면 수2를 라디오로 송신한다. [트리거
변수],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receivedNumber]는 1번 마이크로비트와
동일하게 쓴다.
https://makecode.microbit.org/56775-70913-98482-02414
3번 마이크로비트: x축 감지
3 번 마이크로비트는 x축 값이 800 이상이면 아령횟수 1을 세게 한
다. 아령횟수가 5 번 이상 되면 수3를 라디오로 송신한다. [트리거
변수],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receivedNumber]는 1번 마이크로비트와
동일하게 쓴다.
https://makecode.microbit.org/36711-13476-24957-72093
1, 2, 3번 마이크로비트에 각각 코드를 업로드한 후, 마이크로비트를 움직여 릴레이를 펼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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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데이터 술래잡기 코딩 설계
지난 시간 만든 동작 데이터 측정기로 친구들과 술래잡기 레이스를 펼쳐보자. 신호 및 정보
를 주는 모둠(송신자)이 술래가 되고 나머지 모둠은 신호 및 정보를 받는 사람(수신자)이 된
다. 예제에서 배운 운동 릴레이 코드를 활용해본다. 각 측정기 값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일정
수치에 도달하면 메시지를 보내 친구들의 LED 스크린에 메시지를 출력시킨다. 내 움직임의
데이터가 전송되어 LED 스크린에 출력물이 나오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아
트를 경험할 수 있다.
※ 인터랙티브아트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작용에 대한 미술이다. 메시지를 통
해 나의 상태, 감정, 기분,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모둠별 친구들과 디지털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창의적 설계

0

어떤 인터랙티브아트 장치를 만들어볼까?

준비: 친구들에게 보낼 메시지(문자, 이모티, 이모지) 설계
- 목표 달성했다는 신호

모둠별 라디오 그룹 설정
1

- 모든 마이크로비트가 같은 라디오 그룹에 있어야 함께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
모든 마이크로비트를 라디오 그룹 1로 설정한다.

2

3

움직임 데이터 장치 데이터 범위 설정
- ** 값(혹은 회수)이 @이상 혹은 이하이면 라디오 전송

라디오 송신
- 각 모둠별로 라디오 전송 수를 정한다. 1 모둠은 1, 2모둠은 2....

라디오 수신
4

- 각 모둠별 전송 수에 따라 어떤 메시지(문자, 이모티콘, 이모지)를 보낼지 설계
한다. 설계 결과를 다른 모둠과 공유해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receivedNumber]블
록을 동일하게 쓴다.

5

테스트 및 수정: 모둠별 혹은 전체 모둠이 함께 테스트해가며 코드를 수정한다.

- 36 -

[SHARE + REFLECT]
활동 3. 친구들과 함께하는 인터랙티브아트

※ 게임 진행
- 모둠별로 각 모둠의 움직임 데이터 장치를 소개한다.
- 다른 모둠 장치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 게임을 진행할 순서를 정한다.
- 첫 번째 모둠이 운동을 하고 데이터 값이 일정 범위에 도달하면 다른 모둠의 장치
에 메시지가 출력된다. 바톤을 이어받듯이 메시지를 받은 두 번째 모둠은 운동을
통해 다른 모둠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모둠의 메시지에 대해 아래 표에 적는다.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장치 센서

메시지

무슨
생각을
전할까?

기분이
좋음

▶ 정리
○ 1~3차시 학습 내용 복습
○ 인터랙티브아트를 경험한 나의 소감과 후기
○ 과학과 미술의 접점, 신체와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자기평가 및 동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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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둠

6모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미술관에 간 나비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넓은 전시장에는 큰 화면이 가득 채웠고 사람들이 화면 앞에서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다.
나비도 사람들과 함께 몸을 움직여 보았다.
나비 앞에 펼쳐진 화면에서는 재미있는 그림이 나왔고
나비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이 바뀌었다.
나비는 마치 자신과 화면이 대화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는 미술, 인터랙티브아트에 대해 알아보자.

대니얼 로진, <거울>

인터랙티브아트가 궁금해!

스콧 스니베, <경계의 함수>

제르 소프, <엑소>

출력

(화면 이미지,
조각 움직임)

출력

인터랙티브아트는 무엇인가요? 관객의 참여를 이끄는 미술이다.
인터랙티브아트는 어떻게 만들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센서를 통한 움직임,
소리)

알고리즘

입력

데이터 입력

활동 1. 어떤 데이터 수집 장치가 쓰였을까?

센서

1. 사람의 움직이나 신체 데이터를 감지하는 센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종류

활동 1. 어떤 데이터 수집 장치가 쓰였을까?

센서

종류

1. 각 작품은 어떤 센서를 사용할까? 관람객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 작품이 작동할까? 센서
장치와 입력 데이터에 대해 상상해보자.

센서

입력 데이터

종류

센서

입력 데이터

종류

입력 데이터

데이터와 실시간 분석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에서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쓸모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속에 담긴 패턴을 찾는다.

위 표는 1992~2017년 국민체력실태 조사에서 측정한 50대 남성의 윗몸일으
키기 평균 횟수이다. 어떤 변화가 보일까?

데이터와 실시간 분석

그래프로 보면 변화(추이)가 더욱 잘 보여요!

데이터와 실시간 분석

인터랙티브아트에서는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출력(결과)
이 나올 수 있도록 입력 데이터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해 알고리즘을 만든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해
지고 있다.

활동 2. 우리 주변의 실시간 데이터

▶ 이 데이터를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까?
▶ 데이터는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을까?

▶ 시각적으로 표현된 데이터는 어떤 기준(범위)에 따라 구별할 수 있을까?

정리

인터랙티브아트는
내가 알고있던 미술과
어떻게 다를까?

내가 잘 활용하는 혹은
우리 주변의

실시간 데이터 예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 시간 예고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기를

만들어볼 것이다. https://microbit.org/ko/guide/ 에 방문해 미리
마이크로비트를 알아보도록 하자.

디지털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장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웨어러블 기기 등 IT 기술을 이용해서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웨어러블 장치는? 개인의 운동과 신체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다. 만보계, 스마트워치…

- <건강하게 내 건강 지킨다. 디지털 헬스와 웨어러블> https://www.youtube.com/watch?v=utUgh-2QL0A
- <미래를 입는다. ‘웨어러블’ 기기 진화 > https://www.youtube.com/watch?v=mFqdl-3IE2U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를 만들어보자.

25개 LED

USB 단자

마이크로비트를 소개합니다.

2개 버튼

외부기기 및 하드웨어 연결핀

라디오 및 블루투스
안테나

프로세서

가속도 및
나침반
센서

리셋버튼

건전지 단자

3

2

1

나침반

가속도

온도

빛 센서

마이크로비트 센서

4

빛 센서는 앞면 LED에 있으며 빛의 밝기를 0-255단계로 나
누어 감지한다.

뒷면 프로세서에 내장된 온도 센서는 온도를 감지해 섭씨

온도로 나타낼 수 있다.

마이크로비트를 흔들거나 움직일 때 단위시간 당 속도

변화를 검출해 대상의 기울기,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자기 센서로 감지한 자기력 값을 측정해 마이크로비트가

놓여있는 방향(동,서,남,북)을 인지할 수 있다.

마이크로비트 가속도 센서

Z

X

Y

LED 스크린이 위로 향할 때
X축은 마이크로비트를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일 때 움직임을 감지한다.
Y축은 앞쪽, 뒤쪽으로 기울일 때 움직임을 감지한다.
Z축은 앞면, 뒷면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

페어링] (모둠별 1대)

* 아래 설명은 아이폰 기준
* 활동지의 QR 코드로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페어링 동영상을 참고

① microbi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다.
② 배터리가 연결된 마이크로비트를 준비하고 핸드폰 블루투스를 켜고 어플리케이션을 열어
[connect]를 누른다.
③ [PAIR A NEW MICRO:BIT]를 누른다.
④ 화면에 나오는 대로 마이크로비트의 A, B 양쪽 버튼과 뒷면의 RESET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마이크로비트 LED 창이 채워지고 블루투스 그림 이후 LED 패턴이 나올 때까지 누른다.
⑤ 어플리케이션 [NEXT]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로비트 LED패턴과 같은 모양으로 어플리케이션에
그려준다. 기기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PAIR]를 누른다.
⑥ 마이크로비트 LED창에 A버튼(왼쪽)을 누르라는 화살표가 등장하면 A버튼을 누른다.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숫자를 누르라고 하면 LED창에 뜨는 숫자를 어플리케이션에서 누른다.
⑦ 어플리케이션에 “You have successfully paired with micro:bit”라는 문구가 뜨면 페어링에 성공!!

프로그램 창

메이크코드(마이크로비트 코딩 프로그램)

블록메뉴

시뮬레이터

[시작하면 실행], [무한반복 실행]과 같은 기본

입력

소리를 재생할 때 사용

센서나 사용자의 명령을 받을 때 사용

적인 블록들이 있음

음악

LED 창에 그림을 나타낼 때 사용

기본

LED

정보를 담아둘 그릇인 변수를 설정하거나 사용

(만약 ~이면 ~~실행)

조건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 때 사용

마이크로비트에 똑같은 일을 반복시킬 때 사용

라디오 다른 마이크로비트와 라디오 통신을 할 때 사용
반복
논리
변수

예제 1. 이름표 만들기
① [입력] - [A 누르면 실행]
블록을 옮긴다.
② [기본] - [문자열 출력]
블록을 [A 누르면 실행] 블
록 사이에 끼운다.
[“Hello!”]를 선택해 내 이
름 이니셜을 영문을 입력
한다.

③ 페어링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버튼을
을 눌러 마이
크로비트에 코드를 업로드
(플래싱)한다.

※ 업로드(플래싱)는 페어링
(A,B버튼+RESET버튼)이 된 상
태에서 가능한다.

예제 2. 만보계 만들기

변수란? 계속 변하는 값이면서 그 값을 저장하는 공간

걸음수는 조건(흔들림)에 따라 계속 변하는 값입니다.
변수 ‘걸음수＇를 만들고 0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저장
한다.

센서를 통해 흔들림이 감지되면 걸음수 값이 1씩 증가
하도록 만든다.
• 출력시간 지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라색
●●● 블록에서 [LED 스크린 애니메이션 중단 및
삭제] 블록을 추가한다.

걸음수를 LED에 숫자로 출력한다.

움직임 데이터 장치 예시: 아령

아령은 Y축을 사용한다.

만약 Y축의 값이 일정 범위에
도달할 때 아령횟수 1씩 증가
시킵니다. 논리 블록인 [만약
~] 블록을 사용한다.

출력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
해 [일시중지]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움직임 데이터 장치 예시: 아령
빈 페트병에 돌을 채우고 마이크로비트를 부착하면 완성!
A버튼을 눌러 아령 횟수를 세어보자.
하나둘 하나둘 영차 영차!!

활동 2. 나의 움직임 데이터 측정기 설계(모둠)

마이크로비트 센서 정하기

움직임 정하기

3

장치 케이스 및 밴드 제작

1

4

코딩 알고리즘 짜기

데이터(수치) 측정 신체 부위 정하기

5

makecode에 코딩, 테스트, 정교화

2

6

무엇을 만들어볼까?
균형막대기?
투명 림보?

활동 3. 나는 체력왕!

이름

평균값(1)

벨크론(찍찍이)과 다양한 재료로 운동 장치를 만들고 친구들의 운동을 기록해보자. 제한된
시간에서 어떤 자세와 동작을 취할 때 가장 높은 기록이 나올까? 친구들의 데이터를
수집해보자.
일번
1
2
3
4
5
6
평균값(2)

○ 평균값(1)을 통해 친구들의 운동기록 평균값을 비교해보자. 누가 체력왕일까?
○ 어떤 동작 및 환경에서 평균적으로 좋은 기록이 나올까?

함께하는 인터랙티브아트

애런 코블린과 자넷 에켈만, <셀 수 없는 스파크>, 2014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람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인터랙티브아트에 대해 알아보자.

팀 머레이 브라운과 팀, <동굴의 소리>, 2012~

마이크로비트의 통신

마이크로비트는 무선통신할 수 있는 블루투스 칩셋과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다.

활동 1. 마이크로비트 통신 따라하기
[1] 기분 라디오: 자신의 기분을 다른 마이크로비트에 전송한다.

라디오 그룹 1로 설정

[전송] A누르면 0(기쁨) 전송/ B누르면 1(슬픔) 전송

[수신] 0(기쁨) 받으면 스마일/ 1(슬픔) 받으면 ㅠㅠ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비트에 똑같이 코딩하고
A/B 버튼을 서로 눌러가며 통신한다.

활동 1. 마이크로비트 통신 따라하기

[2] 운동 릴레이: 기록에 도달하면 다른 친구에게 신호를 보내 운동 릴레이를 펼칠 수 있다.

흔들리면 걸음수 1증가.
5까지 걸으면 라디오 전송 1!
찌지직

참여하는 모든 마이크로비트에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이하
블록을 동일하게 쓴다.

‘트리거’ 변수를 써서
1번이 신호를 보내면 신호
전송을 멈출 수 있게 한다.

활동 1. 마이크로비트 통신 따라하기
[2] 운동 릴레이

테스트 및 수정: 모둠별 혹은 전체 모둠이 함께 테스트해가며 코드를 수정한다.

해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receivedNumber]블록을 동일하게 쓴다.

-각 모둠별 전송 수에 따라 어떤 메시지(문자, 이모티, 이모지)를 보낼지 설계한다. 설계 결과를 다른 모둠과 공유

라디오 수신

각 모둠별로 라디오 전송 수를 정한다. 1모둠은 1, 2모둠은 2....

라디오 송신

**값(혹은 회수)이 @이상 혹은 이하이면 라디오 전송

움직임 데이터 장치 데이터 범위 설정

그룹 1로 설정한다.

모든 마이크로비트가 같은 라디오 그룹에 있어야 함께 레이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이크로비트를 라디오

모둠별 라디오 그룹 설정

- 목표 달성했다는 신호

준비: 친구들에게 보낼 메시지(문자, 이모티, 이모지) 설계

활동 2. 데이터 술래잡기 코딩 설계
0

1

2

3

4

5

활동 3. 친구들과 함께하는 인터랙티브아트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 게임 진행
① 모둠별로 각 모둠의 움직임 데이터 장치를 소개한다.
② 다른 모둠 장치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③ 게임을 진행할 순서를 정한다.
④ 첫 번째 모둠이 운동을 해 데이터 값이 일정 범위에 도달하면 다른 모둠의 장치에 메시지가
출력된다. ⑤ 바톤을 이어받듯이 메시지를 받은 두 번째 모둠은 운동을 통해 다른 모둠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⑥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모둠의 메시지에 대해 아래 표에 적는다.

장치 센서

메시지

무슨 생각을
전할까?

우리가 3차시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

인터랙티브아트를
만나고 만들어 본
나의 소감을
말해보자.

데이터를 통해
친구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은
어땠는지
나누어보자.

데이터 술래잡기 : 데이터 X 인터랙티브아트 (교사용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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