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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걸까?

프롤로그
2004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20년 내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대격변기
를 맞게 된다고 하였는데 2020년 5월 현재 미국 서부의 ‘큰 가뭄’이 일어나고 미국 중서부에는 폭우로 2개 댐이
범람하는 등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그 보고서가 현실화하고 있다.¹ 우리나라도 2019년 기상기록에 의하면
사상 최고(최저) 등 역대급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다.² 만약 우리가 사는 지구에 빙하기와 같은 기상이변이나
2020년 5월 21일 지구를 향해 소행성이 날아왔던 것처럼 인류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 중인 프로젝트는 골디락스 존³(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맞는 새로운 행성을 찾
아 테라포밍(Terraforming)⁴을 하는 것이다. 현재는 인간의 과학기술에서 화성이 테라포밍의 유력한 후보이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기술 수준의 화성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화성을 테라
포밍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테슬라, Space X를 창업한 일런머스크의 도전과
NASA 등이 테라포밍에 매우 적극적이고 희망적이다.
본 연구에서 ‘학문분야 주제별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의 주제로 ‘골디락스 존을 찾아 새로운 행성개발(골디락
스 우주정복)’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과학기술 분야 사회적 이슈와 현안이며 골디락스 존과 테라포밍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주제는 과학적 이론 및 기술이 근간이 되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직접 연결
되며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업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어릴 때 보던 만화영화에서 허황된
‘우주정복’이 아닌 현실과 흥미를 기반으로 과학기술분야의 STEAM교육이 될 것이며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연관한 아두이노, 3D프린터, 각종 센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골디락스 존과 테라포밍에 관련된 체험을 한다.
학생들이 문제해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재 기상이변과 우주 개발의 이유를 상황제시하고 과
학교과서 기반한 연구진이 개발한 콘텐츠를 체험해본다. 이 체험을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가도록 창의적 설계를 하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의 결과물을 테슬라 CEO의 일런머스크가 발표하는 것처럼 흉내
내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둠 발표를 할 수 있는 감성적 체험으로 구성한다. 이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과학기술 분
야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과정 속
에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여 골디락스 존의 탐색과 테라포밍이 중요한 것이 아닌 지구환경을 더욱 보존하
겠다는 반성적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것도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본 프로그램은 골디락스 존에서 에너지를 수확(에너지하베스팅)⁵할 수 있는 과학 원리를 파악하고 체험하며 과
학교과 교육과 연동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융합적 사고 능력을 가진 STEAM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부딪
히고 도전하는 창의융합적이고 협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

1. 미국
 중서부 폭우 쏟아져, JTBC, 2020.5.21., 미국 서부 ‘대가뭄’, 역사상 최악의 가뭄 될까? 리서치페이퍼, 2020.5.7.
2. 2019년 연 기상 특성, 기상청. 2020.1.16.
3. 골디락스 존은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지대의 의미로 영국의 “골디락스와 곰세마리” 동화에
서 골디락스가 숲속을 헤메다 들어간 오두막(주인: 곰 세 마리)에 들어갔는데 스프, 의자, 침대 등을 골디락스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서 먹고, 안고, 잤다는 이야기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4.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대기, 온도, 생태계를 비슷하게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5. 에너지 하베스팅은 태양광, 진동, 열, 풍력 등과 같이 자연적인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수확하는 기술을 말한
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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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시

에너지 하베스팅 프로그램을 위한 모둠 구성, 상황 제시, 따라하기
활동지1 - DISC 성격유형별로 모둠속의 역할을 결정하자.

Student Activities

1. 모둠 구성 및 수업 상황 제시
▶ 모둠 구성
모둠을 번호순서로 구성하거나 임의로 구성하게 되면 일부 모둠은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학생들이 D, I, S, C 항목 중 어떤 요소가 가장 많은지를 살펴보도록 하여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성격유형으로 정하고 D유형 학생이 I, S, C 유형학생을 선발하게 한다. 그렇게 선발된 모둠은 다양한 성
격으로 상호협업이 되어 원활한 모둠활동이 된다. D는 모둠장이 되며 I형은 모둠원들에게 활동중 활기를 불어
준다. S는 목표로 하는 바로 함께 동조하여 협업을 하게 된다. C형은 자신이 가진 분석력을 본 프로그램의 논리
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 1] DiSC 검사

D

I

S

C

주도형
(Dominance)

사교형
(Influence)

안정형
(Steadiness)

신중형
(Conscientiousness)


호의적인
인상을 준다.
말솜씨가 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사람들과 접촉한다.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운다.
열정적이다.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그룹활동을 좋아한다.
사회적 인정, 인기를
원한다.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하길 원한다.
의사표현이 자유롭다.


보인다.
• 충성심을
• 남의 말을 잘 듣는다.
•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일을 수행한다.
• 참을성을 보인다.
•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한다.
• 흥분한 사람을 진정시킨다.
• 안정되고 조화로운 환경
을 만든다.
• 갈등이 적은 환경을
원한다.
• 그룹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 변화가 없는 한 현상을
유지한다.

•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쓴다.
• 분석적으로 사고한다.
• 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중요한 지시나 기준에
관심을 둔다.
• 외교적 수완이 있다.
• 갈등에 우회적으로 접근
한다.
• 정확성을 점검한다.
• 상황,활동에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이
명확하다.
• 전문기술과 성취를 인정
받고자 한다
• ‘왜?’ 라는 질문의 답을
요구한다.

•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린다.
• 리더십을 발휘한다,
• 빠르게 결과를 얻는다.
•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킨다.
• 도전을 받아들인다.
• 기존상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 복잡한 사안들을 잘
처리한다.
•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
• 개인적 성취욕이 높다.
• 통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롭다,
•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좋아한다.

•
•
•
•
•
•
•
•
•
•
•

나의 DISC 성격유형 D, 모둠 속 역할 이끄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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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시 : 지구 환경 문제로 새로운 행성으로 이사가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우주에서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행성(골디락
스 존 행성)을 찾았다. 그런데 그 행성에서 인간이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둠별 브레인스
토밍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보자.

Student Activities

활동지2 - 우리가 발견한 골디락스 행성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지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해보자.

골디락스 존의 X행성 개발 ㅣ 에너지 개발하기 • 05

read it

IDEO사의 7가지 브레인스토밍의 규칙

1.판단하는 것을 늦춰라
-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어떤 아이디어든지 좋은 아이디어다.
- 어떤 아이디어든지 절대 속단해서는 안 된다.

2. 거친 아이디어를 격려하라.
- 모든 박스 밖의 아이디어를 포용하고 격려하라.
-사고방식이 가둬져서는 안된다.
- 왜냐면 그것들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3. 남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라
- 가끔 사람들은 말이 안되거나 기괴한 것들을 말한다.
- 그것을 확장하고 현실로 만드는 방향을 고민하라.
- 그 말도 안되는 것들을 현실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이다.

4. 주제에 집중하라
- 늘 목표에 대해 토론하라.
- 조금이라도 한 눈 팔아서는 안된다.
- 그렇지 않으면 주제 영역 밖으로 빗나가게 된다.

5. 한번에 한 사람만 대화를 하라
- 타인이 말할 때는 존중하고 들어줘야하며 끼어들어선 안된다.
-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만도 못한다.

6. 시각적으로 하라
- 아이디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라.
- 그림이든 포스트 잇이든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 시각화보다 아이디어를 가로질러 얻는 방법은 없다.

7. 아이디어의 양을 많이 하라
-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목표로 하라.
- 좋은 세션에서는 10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60분 내에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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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oncepts

지구를 기반으로 살펴본 행성의 특징과 에너지

지구는 어떻게 골디락스 존에 최적화 된 환경인가?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적절하게 떨어져 있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여 살기 좋은 환경이다. 지구가 태양
에서 조금만 가까워도 물이 증발되고 조금 멀어지면 물이 존재하더라도 얼음으로 존재하게 된다. 반면에 화성은
태양에서 너무 멀어서 물이 얼은 흔적이 있고 금성은 너무 가까워서 물이 모두 증발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정화되고 수상 생물이 육지 생물로 진화할 수 도 있었다. 그
리고 달은 밤을 밝혀주며 식물성장에 영향을 준다.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서 4계절이 만들어 주었고 다양한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었다. 지구가 지금보다 더 무겁다
면 중력이 높아져 해로운 가스가 지상에 가득하고 지금보다 가볍다면 물과 대기를 잡아 두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대기 중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지구 표면이 적당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이 이산화탄소 지각에 흡수되지 않고 대기에 남았다면 금성처럼 찜통이 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다.

태양계의 행성들의 특징
학계에 의하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행성에는 화성, 목성, 토성의 위성을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생
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든지 액체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생명체 안팎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고체는 쉽게 이동되지 않고 기체는 쉽게 퍼지기 때문이다. 물이 아니더라도 액체 상태가 있다면 생명체가 존
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물은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액체상태로 유지하고 물분자의 극성 때문에 다른 액체
들과 화학결합이 가능하다. 물 다음에 두번째로 생명체에게 중요한 성분은 탄소이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
질, 지방, 탄수화물, DNA는 모두 탄소 원자의 긴사슬에 수소, 산소, 질소와 같은 다양한 다른 원소들이 붙어있
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탄소는 생명체 구성에 가장 유리한 원소이다. 물과 탄소는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우주 어디에도 있다. 그러나 생명체의 탄생은 이 외에도 번개, 화산폭발, 중력, 위성의 조력, 자전축의 기울기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이와 관련한 대
표적인 실험으로 초기 지구 대기를 본떠서 만든 유리-밀러
(Urey-Miller’s experiment)의 실험이 있다.
물을 넣은 플라스크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원시대기로
당시 유리가 추론한 메탄, 암모니아, 수소의 혼합가스가 들
어있으며 번개대신 불꽃 방전을 일으키는 실험이다. 이 장
치를 1주일동안 운전한 후 물속에 글리신, 알라닌 등의 아
미노산이 생성된 것을 발견했다. 이 실험 결과로 생명의 기
원이나 화학진화의 실험적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유리-밀러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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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체가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도 매우 중요하다. 태양계의 행성의
조건에서 어떤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을지 다음 표를 살펴보자.
행성

특징

수성

중력이 작아 대기를 잡지 못하고 온실효과가 없어 일교차가
매우 큼

일교차에너지, 태양에너지

금성

지구와 크기 및 질량이 비슷하고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온실
효과가 활발하여 매우 뜨겁고(475도) 두꺼운 대기가 태양빛
에 반사하여 매우 밝음

이산화탄소를 메탄과 에텐으로
변환(광촉매기술활용)

지구

액체 상태의 물, 풍부한 산소, 대기의 온실 효과가 있어 생명
체가 살 수 있음

신체, 진동, 중력, 위치, 전자파,
전자기유도, 광, 열에너지 등

화성

희박한 이산화탄소가 있어 온실효과가 미미하고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과 화산 활동 흔적이 있으며 자전축은 24도로 기
울여 있어 계절변화가 있음.

압전에너지

목성

크기와 무게가 태양계에서 가장 커서 중력이 크고 위성도 많
음. 자전 속도가 가장 빨라 대기의 운동이 활발함.
목성의 대기 상층부는 대부분 수소이며 위성인 가니메데의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 수소발전

토성

평균 밀도가 가장 작고 자전속도가 빨라 행성의 편평도가 가
장 큼. 행성의 고리의 얼음 덩어리가 진동을 일으키며 에너지
를 생성함.

압전에너지

천왕성

대기에 메테인 성분이 있어 푸른색행성이 되었고 자전축이
90도 이상 기울어져 있음

메테인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해왕성

대기에 메테인 성분이 있으며 푸른색 행성이 됨

메테인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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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팅 예측가능한 에너지

Student Activities

활동지3 -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둠별로 생명체가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수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해보자.

✓ 우리 모둠에서 선택한 행성

✓ 행성 특징에 따른 에너지 수확 가능한 분야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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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it

골디락스 존의 유래

골디락스(Goldilocks)는 원래‘황금색 머릿결’이란 뜻이지만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 주인공의
금발 소녀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동화에서 골디락스가 어느 날 숲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헤매게 된다. 그러다 오
두막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집의 주인은 아기곰, 엄마곰, 아빠곰이다. 골디락스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곰 세 마
리는 외출하고 없었다. 골디락스는 오두막에서 세 그룻의 수프를 발견한다. 하나는 매우 뜨겁고 다른 하나는 차
가운 스프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적당히 먹기에 적당한 온도의 스프였다. 골디락스는 배가 고프고 지쳐서
적당한 스프를 먹었다. 스프를 먹고 나니 졸음이 와서 침대 세 개 중에 골디락스에게 맞는 딱딱하지도 너무 부드
럽지 않은 적당한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게 된다. 이 동화에서 유래하여 마케팅 기법에도 아주 비싼 상품, 싼 상
품, 중간 상품을 함께 진열하고 중간 가격의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기법도 골디락스 가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골디락스 단어는 우주 천문에도 사용이 된다. 골디락스 존(Goldilocks Zone)은 생명 가능지대라고
도 불린다. 즉, 태양과 같은 중심별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생명체 거주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태양계에서는 골디락스 존은 우리가 사는 지구이다. 지구보다 태
양에 가까우면 수성과 같이 대기를 뺏기게 되어 대기가 없고 매우 뜨겁다. 반면에 지구보다 멀면 온도가 낮아 화
성과 같은 물이 있어도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Earth

Hot
Stars

Kepler 22b

Mars

HD40307g

Gliese 667Cc
Gliese 581g

Cool
Stars
0.01
ⓒ Chester Harman

Gliese 581d

Habitable Zone
0.10

Distance from Star (AU)

1.00

[ 그림 2 ] 항성(태양)의 크기에 따른 골디락스 존의 변화

만약 태양의 크기가 지금보다 작은 항성일 경우 골디락스 존은 그 항성과 가까워지게 된다. 반대로 태양보다
큰 항성인 경우는 골디락스 존이 멀어지게 된다. 현재 많은 천문학자들이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을 찾고 있는
데 만약 이 존을 찾게 되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구 다음으로 인간의 과학기술로 시도하고 있는
골디락스 존은 바로 화성이다. 그러나 아직도 화성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적절
한 온도, 물, 대기 등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현재의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 물
론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골디락스 존인 지구를 잘 보존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들이 함께하는 행성으로
오랫동안 잘 가꾸어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활동하면서 느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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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드게임을 통한 초기 환경 설정 및 에너지원 탐색
read it

보드게임의 유래 및 만들기

보드게임의 유래
보드게임이란 판을 가지고 있거나 탁자(Board)위에서 이루어지므로 보드게임이라고 한다. 터키에서 출토된
돌에 조각을 한 49종류의 주사위를 게임이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기원전 5000년전)이라고 한다.

[그림 3 ] 최초의 보드게임

에너지 하베스팅 보드게임 만들기
- 보드판

[그림 4] 골디락스 존에서 에너지 개발하기 보드게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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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규칙
1. 에너지 자원카드 작성: [표2]의 골디락스 존(가상의 행성 및 위성)의 환경 설명을 읽고 자원카드 26장을 모
둠 구성원이 나눠 갖는다. 나눠 가진 자원 카드에 메인에너지(압전/풍력에너지, 일교차에너지, 태양에너지,
마찰에너지 중 하나)와 기타 에너지(메인에너지에 없는 가상행성에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에 점수([그림4]
에너지 자원 카드 예시 참조)를 1~5점 사이의 임의 점수를 기록한다. 이 때 작성자 이름도 함께 기록한다.
단, 이벤트카드(지구 1.0과 지구 2.0)는 어떤 내용(지구를 지키는 방법, 미래의 지구의 모습 등)이든 작성할
수 있으며 점수 제한(마이너스 점수도 가능)은 없다.
2. 카드 셋팅: 골디락스 존(가상의 행성 및 위성) 아래에 해당하는 에너지 자원카드를 보드판에 나열한다.
3. 시작: 책상 가운데에 게임판을 놓고 플레이어가 4명일 경우, 네 꼭짓점에 각자의 말을 놓는다. 4명 초과인
경우 보드판의 구획을 26/n(모둠 구성원 수)으로 나눈 위치에서 출발점이 된다. 게임 시간은 총 10분(시간
조정 가능)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진행: 전자 주사위를 눌러 나온 숫자 만큼 시계 방향으로 앞으로 간다. 각 골디락스 존에 도착하면 자원 카
드를 가져간다. 만약 말이 이벤트 카드(지구 1.0과 지구 2.0)에 들어왔을 경우 적혀있는 규칙에 따른다. 만
약 말이 도착한 구역에 다른 구성원이 이미 자원 카드를 가져가서 없을 경우 그 자원 카드를 뺏어온다.
5. 결과: 각 존의 자원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거나 정해진 게임 시간이 초과되면 게임을 마무리 한다.(교사의 재
량에 따라 수업목표 도달 시 종료 가능) 게임 종료 후 자신이 획득한 자원카드의 메인 에너지 점수를 합하여 가
장 높은 점수가 나온 모둠 구성원이 승자가 된다. 단, 동점인 경우에 기타 에너지 점수의 합산으로 승부를 가른
다. 그리고 에너지 점수 합산하는 방법은 모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에게 에너지 선정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카드를 무효화(단, 지구 1.0과 2.0은 무조건 따른다.)하여 합산될 수 있다. 승부 순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에너지 분야를 선택한다. 같은 에너지(압전/풍력에너지, 일교차에너지, 태양에너지, 마찰에너지 중 하나)
가 선정된 다른 모둠의 학생들끼리 해당 체험 동영상을 보며 에너지 하베스팅 체험을 한다.
[표2]에 나열된 골디락스 존들(스타워즈, 헤일로 시리즈(XBox 게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PC 게임)) 등에 등
장하는 행성들과 위성을 예로 들고 있으며 관련 환경을 함께 표시하였다.

[표2] 가상의 골디락스 존의 환경

행성/위성

환경

하베스트

헤일로 시리즈(XBox 게임)에 나오는 UNSC소속의 행성으로
직경 4,012 km, 중력 0.998G,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
어 있고 1.02 atm(압력단위)이며 지표면 온도는 –19~42 ℃이
며, 자전주기는 17.5 시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카쉬크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행성, 원시 시대 지구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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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위성 모습

타투인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지름이 10,465Km, 두 개의 태
양이 있으며 너무 더워 지하에 집을 짓고 산다. 도시가 있지만
범죄자들의 천국이며 위험한 생물들이 넘쳐난다. 이따금 사나
운 모래폭풍이 불어닥치고 물이 거의 없어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을 채집해야 하며 수분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
크레이트드래곤이라는 날개 없는 거대 파충류가 살고 있다. 과
거에는 울창한 정글과 넓은 바다를 가진 행성이었으나 전쟁에
의해 행성 전체가 폭격되어 표면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바다는
완전히 증발되었고 사막으로 변하였다.

야빈IV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야빈 프라임 행성 주위를 도는 네 번째 위
성이다. 피라미드형 건축물이 있으며 위성 전체가 울창한 밀림
과 안개로 덮여있다.

아이어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나오는 행성으로 다섯 개 대륙과 네 개
의 대양이 있으며 2,000개의 호수가 있으며 다섯 개의 화산을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산맥이 있다.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의 행
성 중 두 번째로(직경 13,273Km) 큰 행성이며 세 번째가 지구
이다. 지구와 크기와 중력(0.98표준치)은 비슷하며 달과 비슷
한 위성이 있으며 울창한 정글과 야생동식물들이 산다. 기후는
30℃내외이며 습도 높다. 자전축은 18.5도로 기울어져있다.

제루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저그가 태어난 고향
행성이다. 곳곳에 활화산과 용암이 끓어 넘치고 고온의 내성을
갖고 적응하는 생물들이 많다.

코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기후는 25℃내외며
습도가 낮다. 직경이 12,248Km, 중력이 0.98 표준치, 공전 주
기는 0.8년, 자전축은 6.2도로 기울여져있다. 대륙이 여섯 개며
주요 바다가 두 개가 있다. 방사능지역이 72곳이며 사람들이 도
시, 산업 지역 등에 정착하며 살고 있다. 주요 지형은 환경 조성
을 마친 거대 도시와 방사능 사막, 황무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
르사, 카니스 등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생명체는 테란이
60억명 이상 살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광물, 베스핀 가스, 음
식, 살아있는 동물, 사치품이 있으며 수출품으로 고급 기술 상
품, 군사용 설비, 공학 부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있다.

코프룰루

스타크래 시리즈에 등장하는 가상의 지역으로 지구에서 약 6만
광년 떨어있는 10여개가 넘는 행성계가 속한 우리 은하의 일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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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위성

환경

지구 1.0

학생들이 판단하는 현재 지구의 에너지 자원,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에너지 자원카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을 작성한다.

지구 2.0

학생들이 예측하는 미래 지구의 에너지 자원 그리고 미래의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에너지 자원카드에 그
방안을 작성한다.

마 사라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지름이 9,265Km, 자
전축이 13.5도 기울져 있고 기후는 34℃내외이며 습도 매우 낮
다. 여섯 개의 대륙과 주요바다가 2개이며 방사능 지역이 72곳이
있다. 주요 지형은 황야, 사막,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토착생명
체는 없으며 테란 종족이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채굴 장비, 노동
인력, 음식, 물을 수입하고 광물, 가스, 폐품 등을 수출한다.

뉴 폴섬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직경이 6,391Km
이며 중력은 1.3표준치이며 자전축 기울기가 3.7이다. 기후는
51℃내외나 최대 800℃ 이상까지 올라간다. 습도는 매우 낮다.
대륙 4개, 화산 칼데라 97개, 산맥 9개(모두 화산), 용암호 53
개, 용암해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라는 위성 하나가 있으며
주요 지형이 화산지대이다. 테란종족 3천5백여명이 살고 있으
며 음식, 물을 수입하고 광석, 광물 등을 수출한다.

마인호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지구의 20~40배의
속도로 자전하여 낮과 밤의 주기가 매우 짧다. 난민들이 모여
살았으나 바이러스가 퍼져 감염자가 득실되는 행성이다.

모리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직경이 13,528Km
인 가장 큰 붉은색 토양을 가진 행성이며 중력은 1.16표준치,
자전축은 2.4도 기울어져 있다. 기후는 32℃내외며 습도 매우
낮다. 지형은 대륙이 다섯개, 먼지 바다가 여섯 개, 고원지역 열
네개(화산 다섯 개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테란 41억 명이상이
광업, 정제소, 군수공장 등으로 살고 있다. 비토, 블루투스 등 두
개의 위성이 존재한다. 수입품은 광석, 음식, 물, 의약품, 인력,
사치품이며 수출품은 광물(풍부함), 베스핀 가스, 중금속, 공산
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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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위성 모습

행성/위성

환경

행성/위성 모습

브락시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테란이 2만 4천명
이상 살고 직경이 9,480Km 이며 중력은 0.82표준치, 자전축
은 24.3도로 기울여져 있다. 기후는 –60℃내외여서 얼음으로
주요지형으로 구성되며 습도가 매우 낮다. 지형은 대륙 빙하 세
개, 산맥은 마흔 세개(화산 네 개 포함), 바다 네 개(결빙 세곳 포
함)가 있으며 수입은 음식, 군사 장비, 인력이 있으며 수출품은
광물, 베스킨 가스가 있다.

샤일로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직경이 10,694Km
이고 중력은 0.98표준치이며 자전축이 5.8도 기울어져 있다.
기후는 27℃ 내외이며 습도는 낮다. 지형은 바다 세 개, 호수가
네 개, 주요 대륙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비부악이라는 위성
이 하나 있으며 온난성 평온, 대초원, 툰드라의 주요 지형으로
구분된다. 주요 생명체는 테란이 2억 5천 5백만명이 살고 있으
며 토착생명체로 굽은뿔 두꺼비, 네라트가 있다. 수입품으로 금
속, 전기 제품, 농기구이며 수출품은 곡물, 농산물이 있다.

아그리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코프룰루 구역안에
위치한 작은 변두리 농업 행성이다.

우모자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직경이 8,543Km이
며 중력은 0.92표준치이며 자전축은 15.8도로 기울어져있다.
기후는 22℃내외이며 습도는 보통이다. 지형은 주요 대륙이 네
개, 바다가 세 개, 호수가 스물 세 개, 대협곡이 다섯 개로 구성
되어 있다. 주요 지형은 목초지와 평원이며 투니스라는 위성이
있다. 주요생명체는 테란 21억명이 살고 있으며 토착 생명체로
스케일럿, 활공매, 스퀄텍스, 맘모스 딱정벌레, 요르벤 말벌이
있다. 수입품으로 광석, 사치품, 의약품, 인력이 있으며 수출품
은 가축, 고기, 프램베리, 공산품, 광물, 베스킨 가스가 있다.

차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저그 100억 개체 이
상이 살며 직경은 10,521Km이며 중력은 0.91표준치이다. 자
전축 기울기가 4.1도 이며 기후는 48℃내외며 (최고 800℃) 습
도는 매우 낮다. 지형은 화산 칼데라가 52개, 돌출지대 18곳(모
두 화산지대), 용암호수 38개, 용암 바다 5개로 구성되어 있드
며 에리스, 아테 등의 위성이 있다. 주요 지형은 화성지대에 있
으며 수출입품 모두 없다.

칼디르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나오는 거대한 가스 행성 Midr IV의 위
성으로 코프룰루 구역에서 가장 추운 장소이다. 상층 대기가 외
부 열을 반사하고 빛을 대부분 차단한다. 토착 생물체로 극한성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 또한 아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얼음 폭
풍이 있고 이로 인해 살인적인 기온 하강으로 거주지로 개척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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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위성

환경

타소니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나오는 행성으로 직경이 8,894Km, 중
력이 0.96표준치, 자전축 기울기가 5.6도이다. 기후는 24℃내
외이며 습도는 낮다. 지형은 바다 2개, 호수 7개, 대륙 1개가 있
다. 위성은 오손, 위딩, 트리즌, 엔더 등이 있으며 주요 지형은
황무지와 폐허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생명체는 테란, 저그가
있다. 저그 침공 이후 살아남은 생명체 수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성게 도마뱀, 조류, 모컬, 스캔티드가 토착 생명체로 있다. 수입
품은 인력, 음식, 물, 스태닝 장치, 회수 설비가 있으며 수출품은
고철 회수, 복원 기술, 고가 금속이 있다.

헤이븐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나오는 행성으로 아그리아와 마인호프
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정착한 행성이며 살기 좋은 환경에 있
으나 피난민들 중에 저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세로 주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퍼진다.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위해 행성 표면
을 모조리 싹 태워버려 피난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엔도

스타워즈에 나오는 행성으로 지구형 위성으로 캘리포니아 레드
우드 국립공원 숲에서 영화를 촬영하였다.

나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육지도 적당하고 물도 적당하며
기름지고 아름다운 자연과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휴양지
도 있으나 심해로 내려가면 거대한 바다 괴물들이 돌아 다닌다.

베스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가스 행성으로 지름은 약 11만Km이고
고체로 된 표면이 없어 사람들은 공중도시에 살아간다. 목성과
달리 기상이 아주 안정적이고 천둥번개가 보이지 않는다. 영화
에 가스 시추 도시인 클라우드 도시가 있다. 영화에 새하얀 대낮
배경과 노을빛 배경이 등장한다. 티바나 가스(난방연료)를 탄
소 냉동하는 시설이 있으며 도시 하단부에 엄청난 바람으로 도
시가 흔들리지 않게 통풍 시설이 존재한다.

리치

헤일로 시리즈에 나오는 인류가 거주하는 행성으로 직경은
15,273Km, 중력은 1.08G, 대기는 1 atm(질소, 산소), 지표
면 온도는 -26℃ ~ 42℃이며 자전주기는 27시간, 공전주기는
390일이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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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위성 모습

Student Activities

활동지4 - 자전축 기울기, 중력, 행성의 크기 정도와 화산이 존재 유무는 인간의
거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둠별 토론 해보자

✓ 자전축 기울기의 영향

✓ 중력의 영향

✓ 행성크기의 영향

✓ 화산의 존재 유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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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활동지5 - 헤일로 시리즈,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가상의 행성 및 위성의 현재 자
원과 앞으로 골디락스 존 기준에서 개발해야 하는 대표 에너지(압전/풍력에너
지, 일교차에너지, 태양에너지, 마찰에너지)를 작성하고 그 외 기타 에너지도
작성해보자.

행성/위성
이름

환경

하베스트

헤일로 시리즈에 나오는 UNSC소속의 행성으로 직경 4,012km, 중
력 0.998G,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1.02 atm(압력단
위)이며 지표면 온도는 –19~42℃이며, 자전주기는 17.5시간의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카쉬크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행성, 원시 시대 지구와 매우 유사하다.

타투인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지름이 10,465Km, 두 개의 태양이
있으며 너무 더워 지하에 집을 짓고 삶, 도시가 있지만 범죄자들의
천국이며 위험한 생물들이 넘쳐난다. 이따금 사나운 모래 폭풍이 불
어닥치고 물이 거의 없어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을 채집해야 하며
수분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 크레이트드래곤이라는 날
개 없는 거대 파충류가 살고 있다. 과거에는 울창한 정글과 넓은 바
다를 가진 행성이었으나 전쟁에 의해 행성 전체가 폭격되어 표면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바다는 완전히 증발되었고 사막으로 변하였다.

야빈IV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야빈 프라임 행성 주위를 도는 네 번째 위성이
다. 피라미드형 건축물이 있으며 위성 전체가 울창한 밀림과 안개로
덮여있다.

아이어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나오는 행성으로 다섯 개 대륙과 네 개의 대
양이 있으며 2,000개의 호수가 있으며 다섯 개의 화산을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산맥이 있다.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의 행성 중 두 번째
로(직경 13,273Km) 큰 행성이며 세 번째가 지구이다. 지구와 크
기와 중력(0.98표준치)은 비슷하며 달과 비슷한 위성이 있으며 울
창한 정글과 야생동식물들이 산다. 기후는 30℃내외이며 습도 높
다. 자전축은 18.5도로 기울어져있다.

제루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저그가 태어난 고향 행
성이다. 곳곳에 활화산과 용암이 끓어 넘치고 고온의 내성을 갖고
적응하는 생물들이 많다.

18 • 2020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 고등학교 학생용

유추 가능한 에너지
(추가 가능)

유추 가능한 에너지
(추가가능)

행성/위성

환경

코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기후는 25℃내외며 습
도가 낮다. 직경이 12,248Km, 중력이 0.98 표준치, 공전 주기는
0.8년, 자전축은 6.2도로 기울여져있다. 대륙이 여섯 개며 주요 바
다가 두 개가 있다. 방사능지역이 72곳이며 사람들이 도시, 산업 지
역 등에 정착하며 살고 있다. 주요지형은 환경 조성을 마친 거대도
시와 방사능 사막, 황무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르사, 카니스 등의 위
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생명체는 테란이 60억명 이상 살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광물, 베스핀 가스, 음식, 살아있는 동물, 사치품이
있으며 수출품으로 고급 기술 상품, 군사용 설비, 공학 부품, 미디
어, 엔터테인먼트가 있다.

코프룰루

스타크래 시리즈에 등장하는 가상의 지역으로 지구에서 약 6만 광
년 떨어져 있는 10여 개가 넘는 행성계가 속한 우리 은하의 일부 구
역이다.

지구 1.0

학생들이 판단하는 현재 지구의 에너지 자원,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에너지 자원카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한다.

지구 2.0

학생들이 예측하는 미래 지구의 에너지 자원 그리고 미래의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에너지 자원카드에 그 방안을 작성한다.

마 사라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지름이 9,265Km, 자전
축이 13.5도 기울어져 있고 기후는 34℃ 내외이며 습도 매우 낮다.
6개의 대륙과 주요바다가 2개이며 방사능 지역이 72곳이 있다. 주
요 지형은 황야, 사막,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토착 생명체는 없으며
테란 종족이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채굴장비, 노동인력, 음식, 물을
수입하고 광물, 가스, 폐품 등을 수출한다.

뉴 폴섬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직경이 6,391Km며 중
력은 1.3표준치이며 자전축 기울기가 3.7이다. 기후는 51℃내외나
최대 800℃ 이상까지 올라간다. 습도 매우 낮다. 대륙 4개, 화산 칼
데라 97개, 산맥 9개(모두 화산), 용암호 53개, 용암해 3개로 구성
되어 있다. ‘수’라는 위성 하나가 있으며 주요 지형이 화산지대이다.
테란종족 3천5백여명이 살고 있으며 음식, 물을 수입하고 광석, 광
물 등을 수출한다.

마인호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지구의 20~40배의 속
도로 자전하여 낮과 밤의 주기가 매우 짧다. 난민들이 모여 살았으
나 바이러스가 퍼져 감염자가 득실되는 행성이다.

모리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직경이 13,528Km인
가장 큰 붉은색 토양을 가진 행성이며 중력은 1.16표준치, 자전축
은 2.4도 기울어져 있다. 기후는 32℃ 내외며 습도 매우 낮다. 지형
은 대륙이 다섯 개, 먼지 바다가 여섯 개, 고원 지역 14개(화산 5개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테란 41억 명 이상이 광업, 정제소, 군수공
장 등으로 살고 있다. 비토, 블루투스 등 두 개의 위성이 존재한다.
수입품은 광석, 음식, 물, 의약품, 인력, 사치품이며 수출품은 광물
(풍부함), 베스핀 가스, 중금속, 공산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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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위성

환경

브락시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테란이 2만 4천 명 이상
살고 직경이 9,480Km이며 중력은 0.82 표준치, 자전축은 24.3도로
기울여져 있다. 기후는 –60℃내외여서 얼음으로 주요 지형으로 구성
되며 습도가 매우 낮다. 지형은 대륙 빙하 3개, 산맥은 42개(화산 4개
포함), 바다 4개(결빙 3곳 포함)가 있으며 수입은 음식, 군사 장비, 인
력이 있으며 수출품은 광물, 베스킨 가스가 있다.

샤일로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직경이 10,694Km이고
중력은 0.98 표준치이며 자전축이 5.8도 기울어져 있다. 기후는 27℃
내외이며 습도는 낮다. 지형은 바다 3개, 호수가 4개, 주요 대륙이 3
개로 구성되어 있다. 비부악이라는 위성이 하나 있으며 온난성 평온,
대초원, 툰드라의 주요 지형으로 구분된다. 주요 생명체는 테란이 2억
5천 5백만 명이 살고 있으며 토착 생명체로 굽은 뿔 두꺼비, 네라트가
있다. 수입품으로 금속, 전기 제품, 농기구이며 수출품은 곡물, 농산물
이 있다.

아그리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코프룰루 구역 안에 위
치한 작은 변두리 농업 행성이다.

우모자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직경이 8,543Km이며
중력은 0.92표준치이며 자전축은 15.8도로 기울어져 있다. 기후는
22℃내외이며 습도는 보통이다. 지형은 주요 대륙이 4개, 바다가 3
개, 호수가 23개, 대협곡이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형은 목초
지와 평원이며 투니스라는 위성이 있다. 주요 생명체는 테란 21억
명이 살고 있으며 토착 생명체로 스케일럿, 활공매, 스퀄텍스, 맘모
스 딱정벌레, 요르벤 말벌이 있다. 수입품으로 광석, 사치품, 의약
품, 인력이 있으며 수출품은 가축, 고기, 프램베리, 공산품, 광물, 베
스킨 가스가 있다.

차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저그 100억 개체 이상이
살며 직경은 10,521Km이며 중력은 0.91표준치이다. 자전축 기울기
가 4.1도이며 기후는 48℃내외며 (최고 800℃) 습도는 매우 낮다. 지
형은 화산 칼데라가 52개, 돌출지대 18곳(모두 화산지대), 용암호수
38개, 용암 바다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리스, 아테 등의 위성이 있
다. 주요 지형은 화성지대에 있으며 수출입품 모두 없다.

칼디르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나오는 거대한 가스 행성 Midr IV의 위성으
로 코프룰루 구역에서 가장 추운 장소이다. 상층 대기가 외부 열을
반사하고 빛을 대부분 차단한다. 토착 생물체로 극한성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 또한 아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얼음 폭풍이 있고 이로
인해 살인적인 기온 하강으로 거주지로 개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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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 가능한 에너지
(추가가능)

유추 가능한 에너지
(추가가능)

행성/위성

환경

타소니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나오는 행성으로 직경이 8,894Km, 중력이
0.96표준치, 자전축 기울기가 5.6도이다. 기후는 24℃내외이며 습
도는 낮다. 지형은 바다 2개, 호수 7개, 대륙 1개가 있다. 위성은 오손,
위딩, 트리즌, 엔더 등이 있으며 주요 지형은 황무지와 폐허로 구성되
어 있으며 주요 생명체는 테란, 저그가 있다. 저그 침공 이후 살아남은
생명체 수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성게도마뱀, 조류, 모컬, 스캔티드가
토착 생명체로 있다. 수입품은 인력, 음식, 물, 스태닝 장치, 회수 설비
가 있으며 수출품은 고철 회수, 복원 기술, 고가 금속이 있다.

헤이븐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나오는 행성으로 아그리아와 마인호프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정착한 행성이며 살기 좋은 환경에 있으나 피난
민들 중에 저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세로 주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이 퍼진다.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행성 표면을 모조리 싹 태워
버려 피난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엔도

스타워즈에 나오는 행성으로 지구형 위성으로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 숲에서 영화를 촬영하였다.

나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행성으로 육지도 적당하고 물도 적당하며 기
름지고 아름다운 자연과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휴양지도 있으
나 심해로 내려가면 거대한 바다 괴물들이 돌아다닌다.

베스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가스 행성으로 지름은 약 11만Km이고 고체
로 된 표면이 없어 사람들은 공중도시에 살아간다. 목성과 달리 기
상이 아주 안정적이고 천둥번개가 보이지 않는다. 영화에 가스 시추
도시인 클라우드 도시가 있다. 영화에 새하얀 대낮 배경과 노을빛
배경이 등장한다. 티바나 가스(난방연료)를 탄소 냉동하는 시설이
있으며 도시 하단부에 엄청난 바람으로 도시가 흔들리지 않게 통풍
시설이 존재한다.

리치

헤일로 시리즈에 나오는 인류가 거주하는 행성으로 직경은
15,273Km, 중력은 1.08G, 대기는 1 atm(질소, 산소), 지표면 온도
는 -26℃ ~ 42℃이며 자전주기는 27시간, 공전주기는 390일이며 지
구와 비슷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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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6 - 위 활동지3을 참고하여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보드게임 미션카드를
만들어보자.

Student Activities

✓ 보드게임 미션카드 만들기
[표2] 가상의 골디락스 존의 환경의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의 예시 카드를 보고 에너지 자원 카드를 모
둠 구성원과 함께 하베스팅이 가능한 대표 에너지(압전/풍력에너지, 지열(일교차)에너지, 태양에너지, 마
찰에너지)를 작성해보자. 가상의 행성(위성)이므로 정답은 없으나 행성(위성)의 특징에 따라 작성해보자.
한편, 에너지 자원 카드는 이외에도 바이오에너지(가축분뇨, 농업 부산물), 수력에너지, 수소에너지, 해
양에너지(조력, 조류, 파력 발전 등), 석탄액화 〮 가스화,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비금속
및 금속 광물 등이 있으나 대표 에너지가 아니라 기타 에너지에 작성한다.

[그림 5] 에너지 자원 카드 예시

에너지 자원
메인 에너지:압전/풍력에너지
(5점)
기타 에너지:천연가스에너지
(3점)
작성자: 홍길동
베스핀
앞면

뒷면

에너지 자원

하베스트
앞면

에너지 자원

카쉬크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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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뒷면

에너지 자원

타투인
앞면

에너지 자원

야빈IV
뒷면

앞면

에너지 자원

아이어
앞면

에너지 자원

제루스
뒷면

앞면

코랄

뒷면

이벤트 카드

에너지 자원

앞면

뒷면

인간으로 인한 지구
문제점 또는 해결방안
작성(점수는 제한없이
작성 가능)
지구 1.0

뒷면

앞면

뒷면

에너지 자원

이벤트 카드
미래의 지구의 모습에
대한 희망사항 작성
(점수는 제한없이
작성 가능)
지구 2.0
앞면

마 사라
뒷면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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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

뉴 폴섬
앞면

에너지 자원

마인호프
뒷면

앞면

에너지 자원

모리아
앞면

에너지 자원

브락시스
뒷면

앞면

에너지 자원

샤일로
앞면

뒷면

에너지 자원

아그리아
뒷면

앞면

에너지 자원

우모자
앞면

뒷면

뒷면

에너지 자원

차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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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뒷면

에너지 자원

칼디르
앞면

에너지 자원

타소니스
뒷면

앞면

에너지 자원

헤이븐
앞면

에너지 자원

엔도
뒷면

앞면

에너지 자원

나부
앞면

뒷면

뒷면

에너지 자원

베스핀
뒷면

앞면

에너지 자원

뒷면

에너지 자원
꽝
1회 쉬세요.

리치
앞면

코프룰루
뒷면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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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과 아두이노 기초
Basic Concepts

새 행성에서 에너지 하베스팅 개념

새 행성에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유용한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로, 1954년 미국 벨 연구
소에서 태양광을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기술을 발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본 프로그램에서 에너지 하베스팅은 제 2의 골디락스 존(화성) 환경에서 인간이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에 대한 과학 이론에 근거한 현실적인 에너지 하베스팅을 말한다.
우주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의 ㈜이맥테크놀로지&이노베이션에서 개
발하고 있다. 즉, 우주에서 쏟아지는 전자파를 안테나로 포집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과 실용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새 행성 환경 속의 에너지

주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실용화 사례

태양 에너지

태양전지(아몰퍼스 실리콘 태양전지,
색소증감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유기박막 태양전지 등)

전자계산기, 손목시계, 잡화, 미용기, 스마트
휴지통, 옥내외 환경모니터링, 실내용 BLE
(Bluetooth Low Energy)비컨 등

역학적 에너지

전자 유도, 정전 유도(전기 활성 폴
리머, 마찰대전 등) 압전 발전, 역자
기변형 발전

손목시계, 화장실 자동 수전, 조명 등의 무선
스위치, 방화셔터, 산업기계 모니터링, 열차
차축 모니터링 등

열 에너지

열전 발전, 열자기 발전, 열전자 발전,
열광발전, 열음향 발전, 초전 발전,
열기관 등

손목시계, 집문기, 발전 냄비, 산업기계 모니
터링, 유전-제유소 설비 모니터링, 난방 라디
에이터 자동 제어, 카세트 가스 히터, 하수도
범람 검지 등

렉테나

광석 라디오, 휴대 스트랩, 공기 오염센서 등

바이오 연료전지, 미생물 연료전지 등

복약 측정 툴, 벽지의 환경 센서 등

전파 에너지
기타

[출처: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실현하는 Society 5.0, 헬로티 첨단뉴스, 2020.0203

마션(화성에서 살아남기) 영화에서 본 에너지 하베스팅 사례
영화에서 이용해 이동용 로버를 구동하기 위해 태양전지를 통해 전기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로버를 구동하는
시간은 4시간인데 충전에 필요한 시간은 13시간이었다. 주인공은 이동시간을 늘리기위해 난방장치를 끄고 방사
능 영향을 받으면서도 플루토늄 전지에서 발생하는 열로 버텼다. 한편 화성은 지구와 자전주기가 거의 비슷해서
하루 동안 확보할 수 있는 태양광은 정해져 있다. 태양광 중 전기로 전환이 어려운 파장의 빛과 열에너지를 제외
하면 실제 전환 가능한 태양광은 전체의 50%정도다. 현재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전환효율이 22.7%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거나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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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 하베스팅을 할까?
본 프로그램에서는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두 가지 방법을 고안하였다. 화성에는 영화에서처럼 모래 폭풍이
심하다. 모래 입자가 압전소자에 부딪혀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압전소자 방패가 모래 폭풍도 막
고 전기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다. 그 외에 화성은 일교차가 매우 심하다. 그 일교차를 열전소자를 활용하여 발전기를
운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기초 실습(아두이노 활용)
• 아두이노(Arduino)란?
'절친한 친구'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인 아두이노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저렴하고 유용한 컨트롤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저렴하고 유용하지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를 표방한 것처럼 아두이노는 단순한 기판과 메인프
로세서로 구성이 되어있다.
아두이노의 장점은 오픈 하드웨어, 오픈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픈소스(C언어) 기반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머리
속의 생각들을 직접 만들어서 작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하드웨어를 원하는 기능으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제어 장치(아두이노), 조도센서, 모터, 태양전지 등으로 ‘아두이노 태양과 추적장치’를
제작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얻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여 아두이노 난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화성 기지에서 도어나 밸브 등을 자동 제어를 하기 위해 아두이노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두이노를 통해서라면 학생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언제든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 더군다나 아두이노는 오픈하드웨어와 오픈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툴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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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 주요 구성

[그림 7] 아두이노 주요 구성

위의 아두이노 우노보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USB 연결 : PC와 연결하여 실제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결(전원공급)
② 외부전원 : 별도 외부전원 연결부로 9V어댑터나 사각건전지로 연결
③ Digital 연결 : 13개의 디지털 입출력과 6개의 아날로그 출력이 가능한 연결단자
④ 전원부 : 5V 출력과 접지가 가능한 연결단자
⑤ Analog 연결 : 6개의 아날로그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연결단자

• 아두이노 동작 방식
먼저 아두이노와 연결할 전자기기 및 부품을 함께 회로를 구성한 다음 그 회로를 어떤 순서와 조건에 따라 동
작할지를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코딩을 하게 된다. 코딩을 한 후 아두이노가 인식할 수 있도록 컴파일
을 한 후 아두이노에 업로딩을 하면 코딩의 명령에 따라 전자기기 및 부품들이 동작하게 된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는 아두이노 공식사이트인 arduino.cc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다.
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제 아두이노를 컨트롤하고 관련 기기들의 작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
다. 기존 C언어와 거의 같아 접근하기 편하며 인터넷에 각종 예제들이 널려있어 필요한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 아두이노 주변장치와 센서(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핵심부품 중심으로 선정)
아두이노 보드에는 연결단자가 존재한다. 우노보드를 기준으로 디지털 13, 아날로그 6개의 연결단자가 존재
하고 그것을 통해서 외부 다양한 센서, 장치, 확장쉴드와 연결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부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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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두이노 스케치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Support Arduino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함

다운로드 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코딩을 함

LED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한 부하로서 조명등의 역할을 하거나 전자주사위로
사용되며 반도체소자이다.

태양
전지판

에너지 하베스팅에서 솔라트랙커나 우주이동차로 사용되었고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반도체 소자이다.

Cds
(조도센서)

태양전지가 태양을 향할 수 있도록 빛의 밝기를 감지해서 빛의 강약에 따른
정보를 아두이노에 제공해주어 태양전지판을 움직이는데 연결된 모터에 사용될
수 있다.

모터

플레밍의 왼손법칙의 원리이며 우주이동차 등에 사용되었다.

브레드
보드

부품을 꽂아 회로를 연결하기 쉽게 만든 보드로 별도의 납땜이 필요 없다.

점퍼
케이블

브레드 보드에 꽂힌 부품과 외부에 있는 센서와 아두이노간의 연결선 역할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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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모터

태양 전지판을 태양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서보모터로 회전수, 회전각 등을 조
절할 수 있다.

피에조

화성에서 각종 기기를 제어중에 경고음 등을 소리내는 스피커로 사용되어 진다.

압전소자

화성에서 모래폭풍으로 인한 모래가 부딪히는 압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
환해주는 소자로 사용된다.

펠티어소자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소자 접합한 후 전류를 통할 때 양면에 각각 내온 효과
가 나는 소자로 냉온수기, 냉각소자, 미니 냉장고, 제습기 등에 사용된다.

터빈

플레밍의 오른손법칙의 원리에 해당하며 본 프로그램에서 풍력 발전기에 사용
되었다.

• 아두이노와 PC의 연결하기
아두이노와 PC를 USB케이블로 연결하면 USB단자에 전원이 공급되어 아두이노에 불이 들어온다.

[그림 9] 아두이노 연결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LED를 깜빡거리기 위한 코딩이 필요하다.
먼저 스케치 프로그램을 열고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노란 체크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통해
컴퓨터나 아두이노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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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프로그램 코딩 및 컴파일

소스코드는 아두이노에게 어떻게 동작하라고 명령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아래 13번은 아두이노
에 꽂을 수 있는 단자 번호이고 pinMode, digitalWrite 등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 함수 있다.
pinMode(13, OUTPUT)는 13번을 핀에 그 기능을 OUTPUT 출력 기능이고 digitalWrite(13, HIGH)는 13번
에 연결된 부품이나 점퍼선에 HIGH(전기를 보냄)를 보내 켜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아두이노로 기계어를 업로드해야 한다. 한번 업로드 된 코드는 아두이노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 소스코드 설명
void setup( )
{
pinMode(13, OUTPUT); // 13번으로 digital 정보를 내보낸다.
}
void loop( )
{
digitalWrite(13, HIGH); //13번으로 HIGH(점등)정보를 내보낸다.
delay(10000); // 앞 조건을 10초(1000은 1초) 동안 유지(점등상태 10초 유지)
digitalWrite(13, LOW); // 13번으로 HIGH(소등)정보를 내보낸다.
delay(5000); // 앞 조건을 5초 동안 유지(소등상태 10초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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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브레드보드 연결방법은 아래 그림의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1] 아두이노 LED 점등 회로구성

브레드보드의 수많은 구멍 아래에는 금속이 연결되어 있다. 구멍 속으로 부품을 꽂으면 금속에 꽂히는데 같은
금속에 부품이나 점퍼선이 꽂히면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림 12] 브레드보드 회로구성(앞,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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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7 - 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문제가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Stud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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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시

아두이노를 활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체험하기
기술체험 따라하기

Student Activities

1. 우주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따라하기
1차시에서 보드게임을 통하여 4종의 체험 기술 중 선정된 체험 기술 하나를 동영상을 보고 체험 따라하기를
해보자. 심화 학습으로 태양 트랙커를 제작해볼 수 있다.

Follow Me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따라하기

마찰에너지 하베스팅 체험
새로운 행성에서 사람 몸에서도 버려지는 에너지를 에너지 하베스팅 할 수 있다. 사람이 움직일 때 마찰에너지
(허벅지나 겨드랑이 사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보자.

• 체험 내용
내 몸의 허벅지나 겨드랑이 사이의 마찰 에너지로 화성의 가로등을 밝혀라.

• 과학 이론적 근거
- 양극과 음극의 마찰 전기 특성의 물질을 서로 마찰시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
(+) 양극전하

공기
사람 피부
토끼털
유리
사람 머리카락
나일론
울
실크
알루미늄
종이
솜
철
나무
단단한 고무
니켈, 구리
놋쇠, 은
금, 백금
레이온 섬유
폴리에스터
포장용 랩(Cling film)
폴리에틸렌
PVC
실리콘
테플론

(-) 음극전하

[그림 13] 알루미늄과 테프론의 마찰에 따른 극성

- 사람의 마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하여 테프론과 알루미늄을 몸의 마찰이 잘 되는 부위에 부
착하여 마찰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LED를 점등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다양한 예제를 찾아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그림 13]와 같이 다양한 재료로 마찰 에너지 실험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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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방법
- 체험 재료: 우드락, LED, 2핀 파워커넥터, 테프론, 알루미늄 호일테이프
- 제작 방법: 우드락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2장을 붙인다. 이때 LED가 연결된 2핀 파워커넥터를 2장의 알루
미늄 테이프에 연결한다.

[그림 14] 기본회로

- 동작 방식: 왼손은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두고 오른손은 테프론으로 알루미늄 호일을 마찰하면 알루미늄 호
일 연결된 LED에 불이 들어 온다.

[그림 15] 마찰 실험

마찰 에너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테스트를 해야 LED점등을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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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에너지 하베스팅 체험
새로운 행성에서 태양광을 이용하여 우주이동차를 만들어보자.

• 체험 내용
태양 전지판에서 모은 에너지를 모터의 에너지원으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기어비를 잘 맞추어 우주
이동차를 만들어보자.

• 과학 이론적 근거
- 태양 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전환하는 장치로 p, n형의 두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다. 에
너지를 흡수하면 p형 반도체에서 정공(+), n형반도체에서 전자(-)가 생성되어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된다.
- 우주이동차의 동력인 DC모터의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법칙을 따른다. B(자기장)는 고정이고 전류(I)의 방
향에 따라 힘(F)의 방향도 변한다는 법칙이다.

[그림 16] 플레밍의 왼손법칙

[그림 17] 모터의 원리

- 위 [그림16]에서 왼손법칙에 따라 왼쪽선은 위로 힘(F)이 발생하고 오른쪽선에는 아래쪽으로 힘(F)이 발생
하여 코일이 회전하게 된다.

• 관련 교과 이론은 ZUM 학습백과에서 검색(예를들어 네이버에서 “태양전지 과학교과” 검색)
하여 교과 이론과 쉽게 연동하여 배울 수 있다.
• 다양한 톱니기어를 사용하여 부품간 저항과 힘의 전달 방식을 실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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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방법
- 체험 재료: 태양전지(5V 200mA 84 x 112 mm), 모터(소형DC모터 (MB2430-0510F) DC5V), 톱니기
어 및 바퀴셋트(플라스틱 기어 78개입 세트), 폐PET병(500ml), 송곳, 글루건, 전기인두, 실납
- 제작 방법: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대로 제작한다. 주의할 점은 어떤 톱니기어를 사용하느냐와 장착 저항에
따라 에너지 전달 효율이 달라진다. 또한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경우 모터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므로 반드시 모터의 회전 방향을 시험해보고 PET병에 장착해야
한다. 모터의 장착 위치를 반대로 잡을 경우 태양전지와 연결하는 극성도 반대로 납땜을 해야 한다.

[그림 18] 다양한 톱니기어들

PET병을 송곳으로 뚫어
바퀴를 장착

바퀴축에 톱니바퀴 또는
풀리를 장착

전동모터를 PET병에 구멍
을 뚫어 글루건으로 접착

전동모터에 풀리를 장착
하여 고무밴드 장착

바퀴를 최종 장착

모터와 태양전지를 납땜

납땜시 전동모터의 회전
방향을 고려하여 납땜

태양전지판을 글루건으로
PET병에 부착

[그림 19]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우주이동차 제작 과정

- 동작 방식: 태양 에너지를 받은 태양 전지는 전기를 발생하여 모터로 전달하고 기어비에 따라 힘과 회전력
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바퀴가 굴러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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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에너지 하베스팅 체험
새로운 행성에서 일교차(지열 포함)가 심한 곳이 많다. 이 일교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해보자.

• 체험 내용
온도 차이를 이용한 펠티어소자를 통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보자.

• 과학 이론적 근거
- [그림 20]에서와 같이 두개의 서로 다른 금속이 2개의 접점을 가지고 붙어 있을 때 이 두 금속양단에 직류전
압을 인가할 때 전자가 전위차가 있는 금속을 이동하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에너지를 금속
에서 뺏아온다.
- [그림 21]은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P형 반도체 내에서 정공은 1번에서 생성하고 정공은 2번으
로 이동하며, 이동할 때 열도 같이 이동시킨다. 이로 인해 1번과 4번은 냉각되며, 2번과 3번은 발열된다. 이 효
과를 펠티어효과라고 한다. 인가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바꾸어 준다면, 냉각부와 발열부는 서로 바뀌게 되며 열
의 흐름도 반대가 된다.

[그림 20] 펠티어소자 구조

[그림 21] 펠티어소자 원리

• 체험 방법
- 체험 재료: 펠티어소자(TEC1-12706), 토글스위치, 전동모터((RF-310TA-11400) DC 5.0V), 알루미늄
판재(2T), 알루미늄가위, 프로펠러, 써멀 구리스, 볼트, 너트
- 제작 방법: 아래 그림과 같은 순으로 제작한다. 단,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바뀌면 모터의 방
향도 반대로 회전한다. 물의 온도차이는 최소 60도 이상 나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과학을 기반으로 창의〮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
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순 실험에서 그치지 말고 이 체험을 통하여 응용할 수 있
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자.
[체험동영상] https://youtu.be/WEg4yG0PVbE [일교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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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판을 펠티어소자
폭만큼 자른다.

펠티어소자를 써멀 구리
스로 바르고 알루미늄 사
이로 부착후 나사를 체결
한다.

펠티어 소자와 전동모터
사이에 토글 스위치를 연
결한다.

프로펠러를 연결하고 뜨
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그
릇에 담고 알루미늄판을
담궈보자.

[그림 22] 일교차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제작과정

- 동작 방식: 온도차에 의한 열 에너지가 펠티어소자를 거쳐 전기가 생성이 되며 이 전기로 전동모터에 기동
력이 발생하여 팬을 회전하게 된다.

압전/풍력 에너지 하베스팅 체험
새로운 행성에서 모래 폭풍 등을 활용하여 압전/풍력 에너지 하베스팅을 할 수 있다.

• 체험 내용
모래 폭풍의 막는 방패에 압전소자(10개 이상)을 붙인 후 모래폭풍이 불 때 방패에 부딪히는 모래알갱이에 의
해 에너지를 하베스팅한 후 전하를 콘덴서에 저장한다. 저장한 에너지는 시계,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풍력 에너지는 바람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플레밍의 오
른손법칙의 원리를 따른다.

• 과학 이론적 근거
압전성은 압력으로 만들어진 전기 및 그 현상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재료가 수정(Crystal), 인공세라믹 등이 많
이 생긴다. 반대로 전기신호를 가했을 때 물체의 기계적 변화라 나타나는 것은 역압전 효과라고 한다. 대표적으
로 이어폰이나 스피커 등이 있다.

[그림 23] 압전 효과와 역압전 효과
출처: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mame.20180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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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체험에는 압전소자에서 발생하는 교류파를 다이오드 정류회로를 통하여 직류로 변환하게 되는데 그
원리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4] 브릿지 정류회로의 전류의 흐름과 파형의 변화

풍력발전의 원리인 플레밍의 오른손법칙은 다음과 같다.

[그림 25] 플레밍의 오른손법칙

도선의 운동에너지는 자기장 속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은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은 형태는
다르나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로 바꾼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 체험 방법
가. 압전 에너지 체험
- 체험 재료: 폼보드, LED, 다이오드(1N4004), 콘덴서(220uF), 멜로디IC(BT66T-32L), 양면테이프, 브레
드보드, 압전소자(FQ-053), 피에조스피커, 칼
- 제작 방법: 아래 그림과 같은 순으로 제작하되 그림을 참고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그림 24]의 내용은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생략해도 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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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소자 10개를
폼보드(모패폭풍을
막는 방패)에 붙인
후 같은 극성끼리
배선을 꼬아준다.

위 회로처럼 소자를 연결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이오드, 콘덴서, 멜로디IC는 극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연결해야 한다.

[그림 26] 압전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제작 과정
출처: https://blog.naver.com/wkdwogns1001/220578834352

[그림 27] 회로도

압전소자의 개수를 늘리고 충전용 콘덴서 용량을 늘리면 LED 점등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골디락스 존의 X행성 개발 ㅣ 에너지 개발하기 • 41

[그림 28] 케이스 도면

- 동작 방식: 압전소자를 손톱으로 툭툭치거나 화성의 모래라고 생각하고 모래 등을 던져 모은 전하가 콘덴서
에 충전이 되며 충전된 전기는 스위치를 통하여 LED와 멜로디 IC에 전기를 공급하여 빛과 소리
를 만들게 된다.
나. 풍력 에너지 체험
- 체험 재료: 풍력발전기용 미니터빈, 연성프로펠러(1.5mm), 2핀 파워케이블
- 제작 방법: 아래 그림과 같은 순으로 제작하되 그림을 참고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재료 구성품인 LED, 터빈, 프로펠러를 연결한다.
[그림 29] 제작 방법

- 동작 방식: 바람에 의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 플레밍의 오른손법칙에 따라 터빈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여
LED를 점등하게 된다.

멜로디 IC의 모델에 따라 음악이 다르며 극성이 다를 수 있다.
[체험동영상] https://youtu.be/5IGViwJbpMM [풍력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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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하베스팅 과정

Basic Concepts

에너지 하베스팅(수확) 과정
에너지 하베스팅의 절차는 주변환경에서의 어떤 물리적 환경에서 유용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수확하는
과정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수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에너지 하베스터의 역할

자연현상으로
⇢
부터 입력

입력을 위한
변환기
조건형성 ⇢ (전기에너지로
(옵션)
변환)

⇢

출력을 위한
에너지사용을
⇢ 에너지 저장 ⇢
조건 형성
위한 출력

[그림 30] 에너지 하베스팅 과정
출처: “What is Energy Harvesting?”, Sensor expo & conference 2017, 2017. 6.27.~29.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기술적 해결
1차시에서 체험한 하베스팅이 가능한 대표에너지(압전/풍력에너지, 지열(일교차)에너지, 태양에너지, 마찰에
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먼저 수확한 에너지 출력을 조건형성(에너지 정규화, 정전압 안정화)을 한 후에 에너지
저장과정이 필요하다.
위 과정은 심화학습에 솔라트래커 만들기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대표적으로 출력을 위한 조건형성에 안정화를
위한 레귤레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저장할 저장소자(베터리)가 필요하다.
레귤레이터란 일정한 전압을 안정,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어떠한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스위칭에
의해 정해진 전압만을 출력한다. 레귤레이터는 변환방식에 따라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나
뉜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회로가 간단하고 입출력 전압이 작아도 안정적이지만 효율이 나쁘고 발열이 큰 단점이
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출력 전압이 필요한 전압이 될 때까지 스위치 소자가 동작하고 원하는 전압까지 오
르면 스위치 소자가 꺼지며 이를 고속 반복하여 출력 전압을 조절하게 된다.
본 에너지 하베스팅 체험 중 심화학습에 제시된 것처럼 4종 기본체험에도 레귤레이터로 5V 출력이 가능한
MC7805 에 USB-103 소자를 연결하여 보조베터리로 저장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은 4종 에너지 하베스팅 체험에서 다음 [그림 31]의 과정을 거치면 에너지 수확부터 에너지 안정화 및 저
장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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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풍력에너지,
지열(일교차)에너지,
태양에너지,
마찰에너지
발생 및 수확

MC7805
레귤레이터

usb-103
출력단자

⇢

보조배터리

⇢

[회로연결도]
에너지 하베스팅

출력을 위한 조건형성(레귤레이터)
[그림 31]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기술적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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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

read it

조금만 관심있게 관찰하면 하베스팅할 수 있는 에너지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莊子)는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다.”라고 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쓸모
가 있는 무용지용(無用之用)인 것이다. 장자 외물편(外物篇)에 나오는 사자성어이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소.”라고 하자 장자는 “쓸모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무엇이 쓸모
있는지 말할 수 있다. 땅이 넓지만 사람이 서 있는 데는 발을 둘 곳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발을 둘 곳을 제외하고
그 주위를 깊숙이 파 버린다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장자 산목편(山木篇)에 나오는 이야기다. 장자가
산길을 가는데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옆에 나무꾼은 그 나무를 베려 하지 않는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물으니 “아무 쓸모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장자는 “이 나무는 쓸모없어서 그 타고난 수명을
다하게 된다. 나무 입장에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때로는 유용지물(有用之物)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속
담에도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 무용지용의 의미와 부합(附合)한다. 도가(道家)는 세속 사람
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반대쪽에 항상 진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대 사상가 장자, 도가는 현세에 태어났으면 에
너지 하베스팅 전문가나 혁신가, 발명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새로운 발명이나 제품을 만드는 혁신가
는 쓸모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 즉, 쓸모있게 만드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쓸모없는 것을 찾아 에너지 하베스팅을 해보자.
예를 들어 여름철에 냉방기구인 선풍기는 전기에너지를 풍력에너지로 전환해서 작동된다. 이때 모터가 돌아
가며 생기는 전기에너지 외에 열과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버려지는 에너지이다. 우리 몸에서도 버
려지는 에너지가 많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거나 가방을 열고 닫을 때, 장신구가 흔들릴 때 운동에너지가 발생한
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동시에 위치 에너지가 함께 나타난다. 운동에너지는 동작하는 데 사용이 된다지만 위
치에너지는 버려질 때가 많다.
그 외에도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 많다. 걸을 때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아이
들의 신발에 있는 압전소자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 바닥에 압전소자를 설치하여 많은 사
람들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힘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한다.
한편 본 연구진의 고등학생이 ‘발전용 톨게이트 감속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 제품은 고속도로 톨
게이트를 지날 때 도로 발전기를 지나가게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림 32] 고등학생이 개발한 발전용 톨게이트 감속 장치

이제 ‘일상에서 버려지거나 소모되는 에너지를 모아 전력으로 재활용되는 기술’인 에너지 하베스팅을 주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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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 에너지하베스팅 기술 따라하기(심화 과정)
2차시에서 보드게임을 통하여 4종의 체험 기술 중 선정된 체험 기술 하나를 동영상을 보고 체험 따라하기(기본)
를 해보았다. 심화 과정은 선택 과정으로 태양을 따라다니며 태양 전지 충전을 효율적으로 하는 태양트랙커를 만드
는 체험을 따라해보자.

Follow Me

아두이노를 활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따라하기(심화)

아두이노로 태양전지 효율 높이는 태양 트랙커 제작
우주에서 에너지 하베스팅 핵심 기술로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해보자.

• 체험 내용
화성에서 태양 전지판을 태양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태양 전지 트랙커 만들기

• 필요한 부품 및 기기
- 아두이노 우노(USB케이블 포함), 9V건전지(어댑터), 서보모터(9G) 2개, 브레드보드, 점퍼케이블, 태양전
지판, 조도센서 4개, 목공본드, 컴퓨터, 글루건, 폼보드, MDF

[그림 33] 태양트랙커 시제품

• 에너지 하베스팅에서 과학/기술 교과 원리
▶ 태양 전지의 원리
- 태양 전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만들며,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① p - n 접합 반도체에 빛이 입사되면 광전 효과에 의해 양공과 전자가 발생 → ②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
로,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여 두 반도체 사이에 전위차가 생김 → ③ 양 끝의 전극에 도선을 연
결하면 전류가 흐름

[체험동영상] https://youtu.be/L-DFNIHSqq8 [태양트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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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자

금속 전극
n형 반도체

전
기
부
하

p-n접합
p형 반도체
금속 전극

정공

전자

재결합

전류

[그림 34] 태양전지의 원리

장점

• 대기 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의 염려가 없고, 연료비가 필요 없다.
•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쉽다.

단점

• 가격이 높고, 흐린 날과 밤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
• 에너지 효율이 낮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이용

•태양 전지 자동차, 태양 전지 계산기, 태양 전지 비행기, 태양 전지 휴대 전화, 태양 전지 가로등 등

▶박막형 태양 전지와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
① 박막형 태양 전지: 플라스틱 판 등에 광흡수 물질을 얇게 발라 만든다. 얇게 만들 수 있어 굴곡이 있는 곳에
도 설치할 수 있다.
②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 태양광이 반도체 표면에 부착된 염료 분자와 반응하며 흡수되어 전류를 발생시킨
다. 투명하게 만들거나 다양한 색을 넣을 수 있어 창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소 - 산소 연료 전지의 구조와 원리
- 수소와 산소의 산화 - 환원 반응에 의해 생기는 연소 에너지를 열로 바꾸지 않고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
하는 장치이다.
① 전해질을 사이에 두고 (-)극에는 수소를, (+)극에는 산소를 공급 → ② (-)극의 수소는 전자를 내놓고 전해
질을 통해 (+)극으로 이동하여 산소 분자와 만나 물과 열을 생성 → ③ 수소가 내놓은 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 (+)극으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극
(+)극
전체

H₂ → 2H+ + 2e- (수소의 산화 반응)
1
2 O₂

+ 2H+ + 2e- → H₂O(산소의 환원 반응)

H₂ +

1
2 O₂

→ H₂O + 에너지(전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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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료전지 원리

장점

• 에너지 효율이 40 ~ 60%이며, 반응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면 80% 정도로 높일 수 있다.
• 물이 유일한 생성물로 환경 오염 문제가 없다.
• 연료가 되는 수소를 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할 수 있다.

단점

• 수소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며, 폭발 위험이 있다.
• 수소 충전소 등 새로운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수소와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하며, 생성물인 물을 연료 전지로부터 제거해야 한다.

이용

• 휴대용 전자 기기,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대형 발전 장치, 우주 왕복선 등

• 아두이노를 활용한 태양전지 트랙커 기술 체험하기
▶ 태양을 따라다는 태양전지 트랙커 제어하기
준비물: 아두이노 우노, 조도센서 4개, 서보모터 2개, MDF, 태양전지, 브레드보드

[그림 36] 태양 트랙커 외형

- 동작방식: 태양을 따라 태양전지판을 트래킹할 수 있는 제어회로를 만든다. 조도센서로 태양의 강도를 측정
하고 강도하고 강한 면을 따라 태양전지가 부착된 모터가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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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회로

[그림 37] 태양 트랙커 회로도

• 소스코드 설명
#include <Servo.h>
Servo servohori; //수평 동작 서보모터로 아래에 위치
int servoh = 0;
int servohLimitHigh = 160;
int servohLimitLow = 20;
Servo servoverti; //수직 동작 서보모터로 위에 위치
int servov = 0;
int servovLimitHigh = 160;
int servovLimitLow = 20;
int ldrtopl = 2; //위 왼쪽에 위치한 CDS
int ldrtopr = 1; //위 오른쪽에 위치한 CDS
int ldrbotl = 3; //아래 왼쪽에 위치한 CDS
int ldrbotr = 0; //아래 오른쪽에 위치한 CDS
void setup ()
{
servohori.attach(10); // 아래 서보모터를 아두이노 10번에 연결
servohori.write(0);
servoverti.attach(9); // 위 서보모터를 아두이노 9번에 연결
servoverti.write(0);
delay(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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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loop()
{
servoh = servohori.read();
servov = servoverti.read();
//4개의 CDS 값 읽어오기
int topl = analogRead(ldrtopl);
int topr = analogRead(ldrtopr);
int botl = analogRead(ldrbotl);
int botr = analogRead(ldrbotr);
// 읽은 CDS값의 평균값 가져오기
int avgtop = (topl + topr) / 2;
int avgbot = (botl + botr) / 2;
int avgleft = (topl + botl) / 2;
int avgright = (topr + botr) / 2;
if (avgtop < avgbot)
{
servoverti.write(servov +1);
if (servov > servovLimitHigh)
{
servov = servovLimitHigh;
}
delay(10);
}
else if (avgbot < avgtop)
{
servoverti.write(servov -1);
if (servov < servovLimitLow)
{
servov = servovLimitLow;
}
delay(10);
}
else
{
servoverti.write(servov);
}
if (avgleft > avgright)
{
servohori.write(servo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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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ervoh > servohLimitHigh)
{
servoh = servohLimitHigh;
}
delay(10);
}
else if (avgright > avgleft)
{
servohori.write(servoh -1);
if (servoh < servohLimitLow)
{
servoh = servohLimitLow;
}
delay(10);
}
else
{
servohori.write(servoh);
}
delay(50);
}

[그림 38] 솔라트랙커 시제품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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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

디자인씽킹 기반의 창의적 설계(에너지 생산하기)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및 시제품 개발

Student Activities

1. 디자인씽킹의 개념과 IDEO사의 쇼핑카트 제작 사례
Basic Concepts

화학 반응과 촉매

디자인씽킹의 개념
세계 최고의 디자인 기업 아이데오(IDEO)는 제품 디자인과 이노베이션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창조적인 작업 과정의 원천으로 디자인씽킹 절차(Design Thinking Process)를 원천으로 두고 있다. 이것
은 이노베이션의 방법론으로 창의성 발휘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디자인씽킹은 럴프 페이스트(Rolf Faste)
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맥킴의 연구를 확대해 창의적인 활동의 방법으로 디자인씽킹을 가르쳤고 디자인씽킹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이데오를 설립한 데이비드 켈리였다.
디자인씽킹은 ‘사람들의 요구를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에 부합하게 하고, 고객의 가치와 시장 기회로 전
환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에 맞추는 데 디자이너의 감각과 작업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기업가에게 반
드시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타인(고객, 친구 등)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서 내가 잘하는 것을 수없이 수정하고 개발하여 타인이 그것을 행복하게 사용할 때 나는 기쁨과 보람을 얻을 것
이고 이것이 삶과 연결되는 것이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하거나 연구를 할때 발명가, 연구원, 교수 등이 ‘세계 최
초 및 최고가 아닌’ 또는 ‘연구(발명)를 위한 연구(발명)가 아닌’ 고객이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영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는 디자인씽킹이 브랜드나 비즈니스를 이끌기 위한 가장 영향력 있
는 도구이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데이비드 켈리는 ‘누구나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창
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4차 산업혁명에 필
요한 인재의 핵심은 기업가에게 필요한 방법론인 디자인씽킹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디자인씽킹의 절차
한편 스탠포드 대학의 디자인 스쿨(Hasso Plattner Institue of Design)은 디자인씽킹의 문제 해결 과정을
‘공감하기(Empathize) - 문제 정의하기(Define) - 아이디어 내기(Ideate)- 프로토타입(Prototype) - 시험하
기(Test)’의 5단계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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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시험하기

[그림 39] 디자인씽킹절차

(1) 공감 단계
사람들이나 고객, 시장의 요구와 필요를 알아채는 과정이다. 공감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대상을 철저히 관찰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찾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기본적, 핵심적 방법
이 된다. 그밖에 ‘직접 체험’과 그 분야의 종사자나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고객이나 시장의 요구를 찾는 좋은 방
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고객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찾으려는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로 사람들, 고객들의 요구,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 스스로 깨닫지 못
한 잠재적인 요구를 통찰하게 된다. 단순히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사람을 중심
에 두고 왜 필요한지, 어떤 습관 때문에 불편한지 등을 이해하게 된다.
오랄비(Oral-B)의 어린이 칫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들은 먼저 아이들이 칫솔 잡는 방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어린이 칫솔은 어른 칫솔의 크기를 축
소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어린이 칫솔은 칫솔 부위와 손잡이가 작았다. 아이들이 어른에 비해 손이 작
으니 손잡이도 짧고 가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보면 당연한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아이데오 팀은
아이들이 칫솔을 잡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른 바 ‘주먹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어른처럼 손가락으
로 가볍게 칫솔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칫솔을 잡았다.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보다는 주먹으로 움
켜쥐고 칫솔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른들의 통념과는 다른 결과였다.
결국 아이데오는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물렁한 촉감의 굵은 손잡이를 가진 칫솔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칫
솔을 쥐기가 쉽고 편해졌고 덕분에 양치 시간도 전보다 훨씬 늘어났다.

[그림 40] 어린이 입장에서 개발한 칫솔]

(2) 문제 정의 단계
공감 단계를 통해서 파악된 고객이나 사람들, 시장의 잠재된 수요와 불만 사항, 개선을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문제를 ‘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 정의를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처럼 ‘왜’라고 지속적으로 질문해보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의
문제를 바라보는 복합적인 통찰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문제 정의를 기술할 때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것과 아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
자를 디자인하라’는 것과 ‘사람을 떠받들어 주는 방법을 고안하라’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과 결과에 큰 차이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정의 단계의 목표는 해결해야 할 ‘올바른’ 문제를 대상으로 정하고 그 문제를 창의적
인 해결로 이끄는 방법 안에서 틀을 잡는 것이다(Fa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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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어 도출 단계
정의된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의
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나 마인드맵(Mind-map)을 주로 이용하여 확산적
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브레인스토밍은 팀원이 모여 특정 시간 동안 정의된 문제 혹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
의를 전개한 후 제시된 생각들을 모아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량의 아
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기법이라 여겨진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참여자들이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생각을 자유로이 투영하여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면서
문제에 관하여 감추어져 있던 요소와 상황의 모호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결함 있는 가정을 찾아내기
도 한다.
브레인스토밍 참여자들은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의 규칙은
첫째, 한 번에 하나의 얘기하기(One conversation at one time), 둘째, 정해진 문제, 주제에 집중해서 아이
디어 내기(Stay focus on topic), 셋째, 엉뚱한 아이디어 장려하기(Encourage wild ideas)이다. 그밖에도 아
이디어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 토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참여자들이 대개 자신의 경험, 직관, 제한된 지식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다량의 아이디어를 잘 분류, 집약하는 것이다. 창의성에도 양질 전환 법칙이 적용된다. 즉, 모든 질적인 결과
물은 양으로부터 시작한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의 양을 극대화하고 그 가운데에서 질적인 아이디어
즉,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아이디어를 다듬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자들과 협의해서
도출된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마인드맵(Mind Map)의 개념과 방법을 활용해서 그룹핑(Grouping)하고 몇
개의 개념 안(Conceptual Idea)들로 집약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시제품 제작 단계
빠른 시간에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이다.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는 이 과
정은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확장해가는 것이다. 더 나은 아이디어나 제품을 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는 3R 원칙(대략적으로(Rough), 빠르게(Rapid), 바르게(Right))이 강
조된다.
프로토타입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간단하고 저렴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유용한 피드백을 일으키고 아이디
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프로토타입이 완성도
가 높을수록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피드백에 관심이 적어지고 피드백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적어진다. 프로토타
입은 채택된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음 프로토타입이 갈 방향을 인식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직접 시제품을 제작하기가 어려우면 도출된 아이디어를 종이에 스케치를 한다거나 가능하다
면 3D CAD 프로그램으로 3D 모델링을 해서 3차원적으로 돌려가며 보고 그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참여자 모두
가 공유하면서 개선해가는 방법도 있다. 또 준비가 된다면 과학 상자(기구와 조인트와 모터 등이 들어있는 간단
한 구동 기구), 레고, 장난감 블록, 찰흙, 수수깡이나 스티로폼 등 값싸고 만들기 쉬운 재료를 팀원이 함께 하는
장소에 두고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에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전문적인 디자인 회사, 아이템 개발 회사 또는 3D 프린터를 갖춘 기관이라며 테크샵(Techshop)을 두어서 전
문 제작자의 빠른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이데오처럼 다양한 작은 공구와 재료를 담고 옮길 수 있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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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와 같은 테크 박스(Tech box)을 활용해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에 프로토타입하여 만져 보고 사용
해 보는 것도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에서는 크게 장려된다.
서비스 혁신 과제의 경우는 물리적인 프로토타입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에 프
로토타입 된 서비스가 행해지는 모습을 담아 활용할 수도 있다.
(5) 테스트 단계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피드백(Feedback)하여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
다. 직접 체험해보거나 고객이나 시장의 반응을 듣고 그 결과와 내용을 다시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의 앞 단계로 피드백 하여 비슷한 과정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나 의뢰한 사람이나 관리자도 초기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에 아
이디어를 빨리 시제작하여 테스트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과제의 성공에 중요하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인터뷰 또는 작은 규모의 빠른 시범 서
비스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초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2차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디자인씽킹 따라하기 : 쇼핑 카트 개발
아이데오사는 5일간 실용적인 모양과 기능의 쇼핑 카트를 디자인씽킹 과정을 거쳐 탄생한 사례를 아래와 같
이 제시하였다.
1) 공감하기(Empathize): 사람들이 쇼핑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카트 구매 대행
바이어와 인터뷰하여 현재 사용 중인 쇼핑 카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팀원들이 쇼핑 카트를 직접 만져
보고 사용해 보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체험해 본다.
2) 문제 정의(Define): ‘모두가 사용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상자 모양의 우중충한 바구니’, ‘카트 분실 사고’,
‘잦은 고장 문제’, ‘아이와 관련된 안전 문제’ 등을 발견한 후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안전한 또 효율적인 쇼핑
을 가능하게 하는 쇼핑 카트 제작’을 목표로 설정한다.
3) 아이디어 도출(Ideate):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 규칙을 회의실 벽 위에 크게 써 붙여 두고 그것에 따라 다
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 벽면에 아이디어를 대략적으로 스케치하여 붙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멘토가 여
러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정리하여 그 중 어떤 것을 시제품으로 만들지를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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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제작(Prototype): 네 개의 시제품 제작팀이 각각 네 가지의 주요 콘셉트에 따라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 본다.
5) 테스트(Test): 제작된 시제품들에서 특징들을 선별하여 최종 시제품을 만든다.
최종 시제품은 여섯 개의 바구니를 2단으로 끼워 사용하는 곡선 구조의 카트로 완성되었다. 바구니만 들고 물
건을 고르거나 물건을 담은 비닐봉지를 카트에 걸 수도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가 달린 의자, 두 개의
컵홀더, 구입한 물건을 계산할 수 있는 스캐너가 부착되었다. 이 최종 시제품을 시연해본 대형 마켓의 종업원과
책임자는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출처: IDEO의 디자인씽킹으로 만든 쇼핑카트, ABC뉴스
https://youtu.be/gjz_o2318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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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하기
read it

공감과 상상력

공감의 중요성의 제레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의 책에서 물질적 욕망과 적자생존의 이데올로기 보다 공감능
력 개발과 확장이 인류를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거창하게 인류의 문명도 중요하지만 당장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더욱 시급하다. 우리는 자신
에게 내면화된 무한경쟁과 물질지상주의의 의식 상태로 인해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고통 받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
력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댓글들을 보면 사회 구성원들
의 심성이 얼마나 거칠고 피폐해 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일 또는 그
러한 능력을 말한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동료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다. 그런데 공감은 꼭 슬픔만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 또한 공감을 한다. 인간은 공감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직접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롤모델이나 선행학습을 통해서 가
능해진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상상력’의 토대가 된다. STEAM교육을 통한 공감 능력 연습
은 창의력과 인류의 문명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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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활동지8 -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모둠 속에서 관심분야의 에너
지를 토론하고 그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해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른 모둠의
친구들에게 인터뷰하여 실제적인 문제를 찾아보자.

✓ 에너지 관련 기사에서 연구한 내용

✓ 친구에게 인터뷰한 질문과 답변 내용

✓ 위에서 공감한 내용 가운데 고객이 처한 진짜 문제를 찾아보자.

58 • 2020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 고등학교 학생용

Basic Concepts

공감 지도의 개념과 사례

공감 지도란?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의 입장에서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감 지도는 엑스플레인
(XPLANE)사가 개발한 공감 기법이다.
[그림 41]처럼 가운데 얼굴이 고객이라고 가정하고 고객의 생각과 느낌, 경험, 발언, 영향력, 고충, 비전을
생각하며 공감하는 방법이다.

[그림 41] 공감 지도

• 눈 ⇢ SEE ⇢ 경험
고객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는지 설명하라.
고객 주위에 누가 있는가?
고객의 친구가 누구인가?
고객은 매일 어떤 제안들에 노출되는가?
고객은 어떤 문제에 부딪치는가?

• 귀 ⇢ HEAR ⇢ 영향력
환경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라.
고객의 친구는 무슨 말을 하는가? 배우자는?
누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런가?
어떤 미디어채널이 영향력이 큰가?

• 뇌 ⇢ THINK AND FEEL ⇢ 생각과 느낌
고객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묘사를 시도하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남에게 말하기 꺼리지만)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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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감정을 상상해보라. 무엇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고객은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가?
고객의 꿈과 소망을 표현해 보라.

• 입 ⇢ SAY AND DO ⇢ 발언과 실천
고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상하라.
고객의 사고방식은 어떠한가?
고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고객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 특별히 주목하라.

• PAIN ⇢ 고충
고객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
고객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고객이 어떤 위험을 두려워하는가?

• GAIN ⇢ 비전
고객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는지 설명하라.
고객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
고객은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고객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라.

기존 에너지 생산에 대한 문제로 공감 지도 작성 사례
기존 에너지(태양전지에 초점) 생산 문제를 공감 지도로 작성하여 개발한 예시 사례이다. 고객은 행성을 이주
하는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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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활동지9 - 만들고자 하는 에너지 하베스팅기술을 고객의 공감 기반의 공감 지도
를 작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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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정의 및 아이디어 도출하기
Student Activities

활동지10 - 1단계에서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감한 내용을 아래의 빈칸에
채워보자.

- 유용한 문제 정의인가?
- 이것은 진짜 문제인가?
- 가치 있는 문제인가?
- 당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가?
기존 에너지 하베스팅은 에너지 효율과 미관이 좋지 않으므로 효율 좋고 미관이 좋은 새로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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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oncepts

브레인스토밍 규칙과 리더의 역할

브레인스토밍 규칙은?
- 판단을 미룬다.
- 엉뚱한 아이디어를 장려한다.
-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위에 덧붙인다.
- 한가지 주제에 집중한다.
- 한 번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한다.
- 시각화한다.
- 양을 우선시 한다.

[그림 42] 브레인스토밍하고 있는 모습

모둠 대표의 역할은?
- 해결할 문제를 말한다.
- 브레인스토밍 규칙을 소개한다.
- 모든 사람이 참가하도록 조치하나 내성적인 친구는 과감히 의견을 내기 어려우면 포스트잇에 생각한 아이
디어를 적도록 한다.
-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아이디어가 적힌 포스트잇을 공통적인 내용끼리 분류를 하고 그 중에서 모둠 내에서 비평을 통한 토론하여
정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흥미있는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그림 43] 포스트잇으로 공통된 아이디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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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활동지11 - 디자인씽킹 2단계에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
밍 규칙을 적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해보자. 그리고 P(Problem)&T(Telnet)) 분
석법을 활용하여 선정한 에너지 하베스팅기술을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생각
해보자. (준비물: 전지, 포스트잇, 유성펜)

✓ 어떻게 현실적(과학이론 근거)으로 새 행성에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효율적으로 할까?

✓ 브레인스토밍 기법(양 많이, 비난 금지)을 통하여 포스트잇에 모둠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적어서 모아보자. 모은 다음에 공통적인 내용을 한 줄로 붙여 보면 아이디어 종류가 함축되어
진다. 모아진 아이디어를 모둠 간에 비평을 통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로 압축해보자.
구분

공감 정도

아이디어명

5

3

구현가능성
1

5

3

1

✓ P&T 분석법의 에너지 하베스팅 사례
기존 문제
(환경)
재능(기술)

태양

모래 폭풍

대기 없음

매우 낮은
평균온도

우주 방사선

기계기술
아두이노기술

모래폭풍
+아두이노기술

목공기술
조립기술

모래폭풍+아두이노기술 = 압전소자 방패로 전기에너지를 하베스팅하는 기술

✓ 결정된 아이디어의 핵심 기술을 그림으로 그려 컨셉을 발전시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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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Student Activities

활동지12 - 디자인씽킹 3단계에서 결정한 아이디어를 클레이, 박스 등을 활용하
여 시제품을 만들거나 “따라하며 배우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응용하여 고객
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시제품을 만들어보자. 참고로 시제품 전체 구상이 끝나면
전개도 그리기도 구상해야 한다.

✓ 화성기준의 에너지 하베스팅 사례 참고

솔라팜(Solar farms)

나노 발전기 활용 에너지 생산

풍력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그림 44] 화성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

✓ 시제품 제작 경험하기(시제품 전체 모습과 전개도 그리기)
(준비물: 클레이, 박스, 칼, 수수깡, 글루건, 아두이노, 전자부품, 레이저커터, 3D프린터 등)
(시제품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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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활동지13 - 디자인 씽킹 4단계에서 제작한 시제품을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타모둠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자.

✓ 테스트 방식은?

✓ 피드백을 위한 참가자에게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은?

✓ 참가자의 반응에 따른 피드백 내용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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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

앨런머스크를 넘어 발표 및 진로 탐색하기
연극 및 CF를 통한 마케팅 활동

Student Activities

1. CF 동영상 만들기
Basic Concepts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카드 뉴스 만들기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동영상 제작

[그림 45] 파워포인트로 카드뉴스제작을 위한 슬라이드 크기 설정

파워포인트에서 디자인 탭>슬라이드 크기>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간다. 페이스북에서 권장하는
1:1 비율 동영상의 사이즈는 600X600픽셀 이상이므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설정시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파워포인트 ppt 기본사이즈 단위는 픽셀이 아니므로 단위변환기를 이용하여 600픽셀이 몇 cm 인지 확인해보
면 15.875cm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설정 크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그림 46] 카드 뉴스 사이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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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광고슬라이드를 만드는 데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과 디자인을 활용하여 슬라이드에 내용을 채
워준다.

[그림 47] 카드 뉴스 슬라이드 제작

최종으로 파워포인트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동영상으로 만든다.

[그림 48] 카드 뉴스를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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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텔링 광고
Basic Concepts

스토리텔링 광고

스토리텔링 광고
상품 그 자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담겨 있는 의미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서 몰입
과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의사소통이다.
마케팅 활동에 이야기(story)를 도입함으로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즐
기도록 하는 감성지향적 마케팅 활동이다. 일종의 제품 자체가 아니라 고객의 감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스토리텔링 광고 테디베어 사례
미국의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루즈벨트는 1902년 곰사냥을 갔을 때 곰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보좌관이 어린 곰을 생포해 와서 이
곰을 대통령이 잡은 것처럼 권유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정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그 곰을 놓아주라고
했다. 이 이야기가 당시에 언론에 회자되었다. 이때 곰인형을 판매하는 잡화점 사장이 루즈벨트의 애칭인 ‘테디’
를 이 인형의 이름에 붙였고 이 테디베어는 용감하고 우직한 대통령인 루즈벨트의 이미지가 결험되어 곰 인형의
보통명사가 되었다. 테디베어의 성공은 바로 스토리텔링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림 49] 테디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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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활동지14 -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CF로 만들고 상영하거나 고객 또는 투자자에게
3분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발표해보자.

✓ 고객의 반응은?

✓ 투자자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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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oncepts

연극과 마케팅의 관계

연극 VS 마케팅
- 연극과 마케팅의 요소 비교를 다음 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종류

연극

요소
구성요소

마케팅

무대, 배우, 관객

시장, 기업가, 고객

목적

관객에게 감동이나 웃음

고객의 문제 해결과 따뜻한 감성

리허설

관객의 피드백 및 테스트

고객 중심이 아닌 제품의 성능과 스펙을 강조
하지 마라

중요한 점
행동

연기를 연기하지 마라
목소리, 시선, 손짖 등 관객(고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게 함

주연배우

주연 배우(CEO)를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팀원들과 협업을 통해 주목적을 전달해야 함

활동장소

무대(관객이 쉽게 주목하도록)

시장(고객이 쉽게 잘 모이는 곳에 집중)

활동순서

팀구성 ⇢ 대본 선정(주제선정) ⇢ 대본 분석
(연출의도) ⇢ 캐스팅 ⇢ 블러킹(무대동선) ⇢
리허설 ⇢ 공연

팀구성 ⇢ 마케팅 시나리오선정 ⇢ 대본 분석
(인간 중심 마케팅) ⇢ 캐스팅 ⇢ 블러킹 ⇢
리허설 ⇢ 마케팅 CF

고객에게 감동을 판매

물건을 팔지말고 가치를 판매

주안점

골디락스 존의 X행성 개발 ㅣ 에너지 개발하기 • 71

4. 우주 및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진로 정보 파악하고 관련 커리어패스 찾기
Basic Concepts

우주 및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된 커리어패스

직업 개요
우주와 관련된 직업은 시스템 및 전자 설비를 서례하고 실험 연구를 통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각종 장비
를 연구하고 설계한다.
에너지공학기술자는 에너지사업을 위한 기술상의 조건을 분석하며 이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를 설계, 계획,
조직화한다. 유사한 직업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연구원은 태양열, 태양광, 조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대체 에너
지를 연구ㆍ개발한다.

세부 관련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 원자력공학과, 금속공학과 , 에너지자원공학과 , 재료공학과 ,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 환경공학과

관련 자격증
우주 항공분야

에너지 분야

항공기사 , 항공기체기술사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사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에너지관리기사,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에너지관리산업기
사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흥미와 적성
우주 항공분야

에너지(대체에너지 포함) 분야

• 항공공학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우주산업을 포함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므로 새로운 기
술 습득과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정신과 호기심,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 분석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
력이 요구된다.
• 다른 기술자나 전문가와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만한 대인 관계 능력과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며, 영어 등의 외국어 소통 능력은 기본
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탐구 자세가
요구되며, 진취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 에너지자원 개발 공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므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며
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만한 대
인관계가 요구된다.
• 탐구형과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협조, 정직성,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
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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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it

스페이스 X의 탄생과 CEO

앨런 머스크의 철학
71년생 미국인 앨런 머스크의 꿈은 화성에서 여생을 마감하다 화성에 묻히는 것이다.
앨런 머스크는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이기도 하다. 그가 하는 사업 중 테슬라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
집어 놓는다. 전기차라고 믿겨지지 않는 속력과 거대한 아이폰을 연상키는 자동차 내부의 대시보드까지 있다.
전기차의 미래 컨셉카를 대량 양산한 것이 테슬라였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는 우연이 아니다. 그의
철학인 화성으로의 이주 꿈을 얻기 위해서 화석연료는 화성에서 사용하기가 힘들다. 화성에도 있는 태양에너지
를 전기로 변환해 이 전기에너지를 이동차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태양광 에너지기업인 솔라
시티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솔라시티는 테슬라와 상호보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테슬라
와 솔라시티를 관통하는 그의 철학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솔루션이었던 것이다. 지구환경에 대한 보존과 연계된
것이다. 또한 그의 최대의 꿈은 화성에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스페이스 X를 설립하여 민간 우주로켓을 제조하
고 있고 미국정부 기관인 NASA가 변화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도 하였다.
스페이스 X의 운영은 창조와 도전, 혁신이 포함된다. 기존 로켓 발사체에 대한 기본 개념은 1회용으로 로켓을
재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재활용 로켓발사체를 고안하였고 여러번 시도 끝에 재활용에도 성공했다. 그
결과 로켓발사비용을 현저히 낮추어 세계 최저 단가로 목표한 임무를 우주에서 수행가능한 것이다. 앨런 머스크
의 꿈은 인류가 화성에 착륙시키는 것이고 그의 궁극의 꿈인 화성에서 여생을 마감하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불가능하고 사기꾼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다. 그러나 실현가능 여부를 떠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 수많
은 시사점과 자극을 남겼다.
한편 20대때 온라인결제시스템인 페이팔을 창업해서 수천억을 손에 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었다. 그가 이베
이에 페이팔을 2조원에 매각하여 그가 가진 주식 지분 11.7%를 고려할 때 2천억 정도 거부가 된 것이다. 당시
나이 28세였다. 보통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편하게 여생을 보냈을 거지만 그는 돈보다 그의 꿈이 중요했다.
최근에는 비행기보다 빠른 시속 560킬로의 진공튜브 기차인 하이퍼루프를 개발 추진 중에 있다. 완성되면
LA와 샌프란시스코를 3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다. 여기에 전력은 태양광으로 공급한다.
그의 전공은 처음 펜실베니아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두 번째는 펜실베니아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기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한 것이다. 더군다나 앨런 머스크는 계속 공부하여 스
탠퍼드 대학에서 응용물리학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제 50대에 접어드는 앨런 머스크는 그 꿈의
결실을 맺기 위해 하나하나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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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활동지15 - 에너지와 관련된 진로 탐색을 통하여 나의 진로 인생 로드맵을 생각
해보자.

✓ 나의 기업가 롤모델은?

✓ 나의 미래의 직업은?

✓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점은?

✓ 나의 인생로드맵은?

(인생로드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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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보드게임 전자주사위 만들기
전자주사위 만들기 체험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준비물은 푸쉬버튼 1개, 10k옴 저항 1개, 220옴
저항 7개, LED램프 7개를 준비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전자회로를 결선한다. 그림2는 실제 주사위에
점등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1] 주사위 회로도

[그림 2] 주사위 LED 점등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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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전자주사위 케이스 디자인

다음 소스코드를 아두이노 스케치에 입력하여 업로드 해보자.
int LED1=10;
int LED2=9;
int LED3=8;
int LED4=7;
int BUTTON=6;
int BUTTONSTATE;
long ran;
void setup() {
pinMode(LED1,OUTPUT);
pinMode(LED2,OUTPUT);
pinMode(LED3,OUTPUT);
pinMode(LED4,OUTPUT);
pinMode(BUTTON,INPUT);
}
void loop() {
BUTTONSTATE=digitalRead(BUTTON);
if(BUTTONSTATE==HIGH){
ran=random(1,7);
if(ran==1){
digitalWrite(LED4,HIGH);
delay(2000);
}
if(ran==2){
digitalWrite(LED1,HIGH);
delay(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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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an==3){
digitalWrite(LED3,HIGH);
digitalWrite(LED4,HIGH);
delay(2000);
}
if(ran==4){
digitalWrite(LED1,HIGH);
digitalWrite(LED3,HIGH);
delay(2000);
}
if(ran==5){
digitalWrite(LED1,HIGH);
digitalWrite(LED3,HIGH);
digitalWrite(LED4,HIGH);
delay(2000);
}
if(ran==6){
digitalWrite(LED1,HIGH);
digitalWrite(LED2,HIGH);
digitalWrite(LED3,HIGH);
delay(2000);
}
digitalWrite(LED1,LOW);
digitalWrite(LED2,LOW);
digitalWrite(LED3,LOW);
digitalWrite(LED4,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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