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의 실제

2020 융합인재교육

별자리의
비밀을 알아볼까?

SPECIAL EDITION

학교급

고등학교군
구분

교사용

대표저자
김용기·김형범·김상훈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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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과학기술과의 만남]
초·중등 STEAM 프로그램

이 책의 구성

이 교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밤하늘의 별자리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레이저의 특징과 레이저 커팅기 사용법을 배워서 다양한 별자리를 모습을 물리 교과의 광학과
접목시켜서 해결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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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STEAM 요소

STEAM 단계 요소

지도안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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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

학습 내용

수업관련자료

학생 답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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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자리의 비밀을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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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구분

교사용

학생용 자료

별자리의 비밀을 알아볼까?
이런 내용으로 공부해요!
고등학교 2학년/3차시

차시

소주제

학습 내용

관련 교과 및 활동

셀레스티아 천문프로그램으로 별자리 살펴보기
Co

1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의
상대적
위치

- 3D 기반인 셀레스티아를 이용하여 별까지 거리를
살펴볼 수 있고,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의 거리
값을 살펴볼 수 있다.
별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거리와 분광
형을 구한다.

<지구과학Ⅰ>
[12지과Ⅰ05-02]
H-R도 상에서의 위치에 따른
별의 특징을 물리량과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 별들의 거리를 비례값으로 계산하여 지구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정한다.

레이저 커팅기(조각기)의 원리와 작동과정 살펴

2

레이저
커팅기에
대한 이해

보기
Cd

-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물건을
계획한다.

<기술가정>
[12기가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을 구상
하고 설계한다.

2020 융합인재교육

차시

3

소주제

입체
아크릴
별자리
교구를
제작

Science 과학,

학습 내용

관련 교과 및 활동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하여 입체 아크릴 별자리
교구를 제작하기
Et

-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여 별자리가 잘 보이
도록 구성한다.
- 개인별/모둠별로 선정된 별자리의 거리 관계를
고려하여 멋진 아크릴 별자리를 제작한다.

Technology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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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공학,

<물리학Ⅰ>
[12물리Ⅰ03-02] 파동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Art 예술,

Math 수학

2020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고등학교군 차시대체

별자리의 비밀을 알아볼까?

1. 주제 개요
3D프린터와 함께 디지털공작 기기로 레이저 커팅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메이커교육, 무한상상실의
확산으로 다양한 학교에서도 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양한 과학적 지식과
첨단 디지털 공작기기가 접목되면 그 동안 제작하기 어려웠던 멋진 교구 및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지구과학교과 중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의 상대적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물리교과 중 LED 광원의 원리를
알고 LED 모듈을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입체 별자리 교구를 제작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표1] 프로그램의 구성
별자리의 공간적 구조 파악

레이저 커팅기의 원리와
작동방식

LED 광원을 이용한 별자리
교구 제작 및 적용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차시대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3차시로 구성되어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2학년의 지구과학, 물리 단원을 주축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며 메이커 교육에
필수인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자는 기본적인 레이저 커팅기의 작동원리를 배우고
자신이 선택한 별자리의 거리를 분석하여 거리에 따른 별자리 구성을 설계하고 스스로 교구를 제작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08_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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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표
■내용목표
-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자리는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거리는 모두
같을지 천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한다 .
- 메이커 스페이스나 무한상상실에 구비된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하여 자신이 만들고 싶은 물건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과정목표
- 별들까지의 거리를 수학적인 비례계산을 통해서 상대적인 거리와 선후관계를 정할 수 있다.
-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STEAM 과목 요소
■S : 별까지의 거리, 별의 분광형, 전반사
■T : 레이저 커팅기(조각기), 발광다이오드(LED)
■E :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입체 별자리 디자인 및 창의적 설계
■A : 자신만의 별자리를 디자인하여 표현
■M : 별까지의 절대적인 거리를 상대적인 거리로 변환

4. STEAM 단계별 내용 및 요소
차시

STEAM
준거틀

1

상황
제시
(Co)

2

창의적
설계
(Cd)

3

감성적
체험
(Et)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
교과

STEAM
요소

과학

S, M

기술
•
가정

T, E

과학

S, A

-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은 모두 거리가 같은지 살펴본다.
- 지구로부터 별들까지 거리를 상대적으로 계산하여 순서와 간격을
특정한다.
- 다양한 별자리 중 하나를 골라 거리에 따른 입체 별자리를
설계한다.
- 레이저 커팅기의 원리를 파악하고 아크릴을 가공하여 별자리를
만든다.
- LED 광원을 아래에서 비추어 아크릴 중간에 빛이 전반사 할 수
있도록 입체 별자리를 제작한다.
- 입체 별자리 교구가 되도록 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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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프로그램명

별자리의 비밀을 알아볼까?

학교급 고등학교

차시

총 3차시

교육목표

밤하늘에서 쉽게 관찰할수 있는 별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거리를 천문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하여 살펴보고, 상대적인 거리를 계산하여 지구에서 별까지 가까운 순서로
별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 아크릴 입체 별자리 교구를 제작하여 관찰위치에 따른 별자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관련교과

지구과학Ⅰ, 물리학Ⅰ, 기술가정
<지구과학Ⅰ>
[12지과Ⅰ05-02]
H-R도 상에서의 위치에 따른 별의 특징을 물리량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기술가정>
[12기가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물리학Ⅰ>
[12물리Ⅰ03-02] 파동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6. 지도안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셀레스티아 천문프로그램으로 별자리 살펴보기.
- 3D 기반인 셀레스티아를 이용하여 별까지 거리를 살펴볼 수
있고 직접 별들까지 이동할 수 있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셀레스티아 천문프로그램
https://sourceforge.net/
projects/celestia/

<상황 제시>
북두칠성, 오리온,
카시오페아 같은
아름다운 별자리는
여러 별들로
구성되어있다.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은 모두 같은
거리에 있을까?
(50분)
(1/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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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칠성을 구성하고 있는 7개의 별들은 거리가 모두
같알까?
- 북두칠성을 구성하는 별들의 거리와 분광형을 조사하여 표에
기입한다.
- 별들의 거리를 비례값으로 계산하여 지구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정한다.

▶셀레스티아로 살펴본 플레
이아데스 성단

학교급_고등학교군

레이저 커팅기의 원리와 작동방식은 무엇일까?
① 레이저커팅기의 원리와 종류

아크릴로 자신이 원하는 별자
리를 선택하여 제작한다.

② 레이저커팅기의 작동 과정

<창의적 설계>
IT공작기계인
레이저커팅기의
원리를 알고 아크릴
입체별자리를 설계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별자리 설계하기
하여 만들 수 있다.
- 3D 설계 프로그램인 123D 프로그램의 기초를 익히고 물건을
(50분)
설계하는 기본 기능을 익힌다.
(2/3차시)

LED를 이용한 아크릴 입체 별자리 교구를 제작한다.
- 레이저 커팅기로 제작한 일반 별자리 무드등에 아크릴로
제작한 입체 별자리를 적용한다.

<감성적 체험>
증강현실 AR
자료를 활용하여
망원경에서 빛이
모이는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다.
(50분)
(3/3차시)

일반 별자리 무드등

LED를 활용한 별자리 모듈

- 아크릴로 제작한 입체 별자리를 상대적 거리별로 배치한다.

입체 별자리 아크릴
실제 제작한 아크릴 입체 별자리

- 위 두가지를 융합하여 자신만의 입체 아크릴 별자리를 제작
하고 별자리 별들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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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계획
1) 평가기준
평가
영역

평가척도

평가
항목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우수(A)

보통(B)

미흡(C)

입체
별자리
계산하기

여러 가지 별자리 중 하나의
별자리를 골라서 별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거리
를 검색하고 별들의 상대적
위치를 상대적 거리 분포로
계산할 수 있다.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순서대로
배열하였지만 상대적 거리
계산이 미흡하다.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달의
상대적인 위치 선정이
미흡하고 거리 계산역시
미흡하다.

레이저
커팅기
설계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입체별자리를 전용프
로그램을 통하여 설계하고
기기를 활용할 수 있음.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입체별자리를 전용프
로그램을 통하여 설계할 수
있으나 기기 활용이 미흡함.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입체별자리를 전용프
로그램을 통하여 설계와 기
기 사용 모두 미흡함.

LED
회로
구성

LED 회로를 직접 구성하고
광원에서 반사하여 아크릴에
빛이 맺힐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LED 회로를 직접 구성할 수
있지만 빛이 아크릴에 맺히
는 구성이 미흡하다.

LED 회로를 직접 구성할 수
없고 광원에서 아크릴에 빛
이 맺힐 수 없다.

입체
별자리
완성하기

다양한 자신만의 아크릴 입
체 별자리 교구를 제작하고
아름답게 배치하고 꾸밀 수
있다.

다양한 자신만의 아크릴
입체 별자리 교구를 제작
하였으나 별자리 구성이 과
학적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
하였다.

아크릴 입체 별자리 교구 제
작이 미흡하고 심미성 역시
뛰어나지 않다.

총평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의 상대적인 거리를 계산하여 배치한 후 레이저커팅기를 활용하여
아크릴 입체별자리를 설계하여 제작하고 LED 광원 회로를 구성하여 다양한 아크릴 별자리
교구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2) 평가지
평가
영역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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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입체 별자리
계산하기

레이저 커팅기
설계

감성적 체험
LED
회로 구성

입체 별자리
구성하기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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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자기
평가

평가 척도

평가
영역

평가기준

상황
제시

다양한 별자리 중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다양한 별자리를 선정하여
분광형과 거리를 조사하였는가?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상

중

하

레이저 커팅기 원리를 알고 아크릴 별자리를 설계할 수 있는가?
레이저 커팅기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아크릴을 가공할 수 있는가?
아크릴 별자리판을 제작하여 별들을 상대적 거리에 따라 배열하
였는가?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적용된 입체 아크릴 별자리를 잘 제작하였는가?

동료
평가

창의적
설계

LED 회로를 직접 구성하고 광원에서 반사하여 아크릴에 빛이 맺힐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는가?
친구들의 아크릴 입체별자리 교구가 잘 작동하고 창의적으로 제작
되었는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지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아크릴 입체 별자리 교구 만들기 과정을 통하여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자리들의 공간적 분포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구이외의 위치에서 별자리의
모습이 지구에서와 같은 모양이 보이는지 고민해보고 공간분포를 이해하며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음.

입체별자리 교구 감성적
체험을 통하여 과학적
원리를 파악한 경우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입체 별자리 설계와 제작활동에 모둠원들과 함께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효율적인 작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둠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모임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하여 LED를 활용한 아크릴 입체 별자리 교구를
제작하여, 빛의 전반사에 대한 원리와 아크릴에 LED 광원의 빛이 맺히도록
설계하고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모둠원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탁월하였음

LED를 활용한 별자리
설계능력과 제작능력이
뛰어난 경우

물리

교사용_13

별자리의 비밀을 알아볼까?

8. 학습 내용

• 천문프로그램
- http://www.shatters.net/
celestia/index.html
-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입체
천문프로그램이다.

• 학생들 스스로 천문프로그램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

MEMO

14_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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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자신이 좋아하는 별자리나
특별이 좋아하는 별자리가
없으면 자신의 생일에 해당하는
황도12궁 중 해당하는 별자리에
속하는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도록
지도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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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스타아를 이용하여 북두
칠성, 카시오페아, 오리온자리에
있는 별들의 거리와 분광형을
찾아서 기입한다.
• 향후 정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별의 상대적인 거리를 (지구에서
가까운 순서) 계산 하게 한다.

MEMO

16_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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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커팅기의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한 소개를 한다.
•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하여
어떤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소개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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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하여
제작된 물건들을 소개 후 이
장비를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작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개인
별로 생각 해보고, 모둠별로
발표한 후 정교화 시킨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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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릴판을 이용하여 별
개수에 따라 여러장으로 구성된
별자리판의 샘플을 보고 창의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추가한 입체
별자리 외형을 디자인 해 보도록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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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모듈을 제작하여 불빛이
전반사 작용을 통해서 아크릴에
맺히도록 하는 원리에 대하여
안내한다.
• 기본적인 LED 모듈이 아닌
전반사가 더욱 잘 일어 날 수 있는
다양한 LED 모듈을 구상해본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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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모둠별로 지금 까지
구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
아크릴 입체 별자리를 제작하여
LED 모듈과 결합시켜 완성한다.
• 완성 후 입체 별자리를 회전
시켜보면서 지구가 아닌 다른
임의의 위치에서 는 지구에서와
같은 별자리 의 모양이 유지되
는지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지 그려보고 그 이유를 모둠별로
토의해본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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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시]

1/3차시

북두칠성을 구성하고 있는 7개의 별들은 거리가 모두 같을까?

북두칠성은 국자모양의 7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북쪽 하늘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
그런데 이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은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모두같을까? 실제 별들의 공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생각해보자.
천문프로그램인 셀레스티아(celestia)를 이용하여 다양한 별을 포함한 천체들의 정보를 얻는다.

태양계 천체들(행성, 위성, 소행성)을 확인 가능

태양과 행성의 공전

22_교사용

지구와 달의 공전

목성 자료

길잡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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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티아 프로그램 활용하여 천체 정보 찾기

아래 자료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3D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지구에서
관측한 사진은 왼쪽과 같다
화살표와 같이 회전을 시키면
성단을 구성하는 A, B, C 별의 거리가
각각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에서 바라본 성단 (0도)

45도 회전

내가 좋아하는 천체의 이름?

90도 회전

( 쌍둥이 자리 )

내가 좋아하는 천체(행성, 성운, 성단, 별자리)를 찾고 회전시켜서 확인하고 위에 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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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의 공간 분포 알아보기

천문프로그램이나 검색을 이용하여 다음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의 거리와 분광형을 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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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칠성

거리(광년)

분광형

1

123

F7

2

79

A1

3

83

A0

4

80

A3

5

82

A0

6

78

A2

7

103

B3

카시오페아

거리(광년)

분광형

1

54

f2

2

228

K0

3

549

B0

4

99

A5

5

411

B2

오리온

거리(광년)

분광형

1

498

M2

2

252

B2

3

817

O9

4

1976

B0

5

916

O9

6

647

B0

7

862

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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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2/3차시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한 아크릴 가공

1. 레이저 커팅기 작동 방식
레이저 커팅기(조각기)는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그림을 조각하거나 재료를 커팅하는 기기로 빠른
속도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3D 프린터와 달리 입체 물건이 아닌 평면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무한상상실 레이저 커팅기

레이저 커팅기의 원리

프로그램으로 설계한 연필꽂이

레이저 커팅기로 커팅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프로그램을 통해서 레이저 출력 및 속도를 조정하여 재료를 자르거나
글씨를 세기거나 한다.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MDF합판 및 아크릴을 이용한다.

아크릴 재료 커팅

MDF합판 커팅

레이저 가공

교사용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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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저 커팅기 제작 물품

리본 제작

곡면 연필꽂이

뫼비우스 띠 제작

보울(그릇) 제작

그림 인쇄

3.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하여 만들고 싶은 물품 아이디어 작성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하면 다양한 학용품이나 생활용품, 미술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보자

생각 열기
◆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싶은 물건의 아이디어를 작성해보시오.

다양한 학용품에 해당하는 연필꽂이, 독서대 및 생필품인 휴대폰 거치대와 칫솔꽂이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생각 펼치기
◆ 도둠별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활용도에 대하여 토의해보시오.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둠별로 발표하게 안내하며 모둠에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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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3/3차시

LED를 이용하여 아크릴 입체 별자리 교구 제작

1. 입체 별자리 제작
아래와 같이 원하는 별자리를 설계한 후 투명 아크릴을 이용하여 레이저 커팅기로 제작한다.

예시로 만든 카시오페아 별자리는
5개의 별이 필요하므로 5개의 아크
릴판으로 제작한다. 각각 별들은
1~5번 번호대로 지구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상대적 위치대로
배열한다.

설계 프로그램으로 살펴본 아크릴 입체 별자리

생각 열기
◆ 위 예시에 나타난 정사각형 형태가 아닌 아름다운 모습의 별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인 모양으로
외형을 디자인해보시오.

오리온과 같은 별자리는 외형을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북두칠성은 국자모양으로 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하트모양이외의 다양한 창의적 외형으로디자인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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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 모듈 제작
MDF 합판을 이용하여 빛이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는 상자를 제작하고 아크릴로 만든 별자리판을 만들어서
끼우면 빛이 맺히는 별자리 모듈이 만들어진다.

LED를 활용한 별자리 모듈

생각 열기
◆ LED 광원의 빛이 아크릴에 맺히는 원리는 무엇인지 물리 시간 배운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토의해보시오

물리학Ⅰ에 제시된 빛의 전반사의 원리를 통해서 아래에서 광원이 비추었을 때 아크릴에 빛이 맺히는
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예시에 해당하는 아크릴 별자리등과 같은 제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생각 펼치기
◆ LED 광원을 위 예시와 같이 아래 방향에서 나오는 형태가 아닌 다양한 창의적인 형태로 제작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모둠별로 토의해보시오
광원을 아랫 방항 뿐이 아닌 상하좌우 다양한 방향에서 비추었을 때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둠별 토의를 권장한다.
예) 아크릴을 2중 3중으로 배치하여 입체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도록한다. 광원이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나왔을 때도 생각해본다.

28_교사용

학교급_고등학교군

3. LED 아크릴 입체 별자리 교구 제작
내가 원하는 별자리를 선정하여 어떤 거리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정리한 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체
별자리를 제작한다.
별자리명

거리(광년)

가까운 순서

1

123

6

2

79

2

3

83

5

4

80

3

5

82

4

6

78

1

7

103

6

( 북두칠성 )

별자리 스케치

..

LED 광원을 이용한 아크릴 입체 별자리

생각 펼치기
◆ 제작하여 완성된 입체 별자리를 살펴보고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별자리의 모습과 다른 위치에서 관찰했을
때 별자리의 모습을 스케치해 보고 비교해보시오.

지구에서 바라본 별자리의 모습

지구에서 (
10광년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관찰한 모습

지구에서 (
20광년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관찰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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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업 관련 자료
이미지 출처 : https://www.epiloglaser.com/

Ⅰ. 레이저 커팅기의 이해
1. 레이저 커팅의 원리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마킹 등의 가공시 가공되는 소재의 표면에 조사되는 레이저빔은 소재의 반사율에 따라
일부가 반사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표면에서부터 빛의 세기가 감소하면서 소재에 흡수된다. 소재에 흡수된 빛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소재의 온도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소재의 용융, 증발 등이 일어나 절단 된다.
레이저 커팅기는 레이저 튜브에서 레이저를 발생시키고 다양한 거울(미러)를 통해서 경로를 조절하여 원하는
부분에 레이저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레이저 커팅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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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저 커팅 예시

레이저 각인

레이저 절단

레이저 커팅기 작업은 크게 각인과 절단으로 나뉘는데 절단을 위해서는 벡터 이미지가 필요하다. 백터가 아닌
일반 이미지는 각인 정도의 작업만 실행할 수 있다.

3. 레이저 커팅 사용 프로세서
레이저 커팅기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기기에 따라서 더 복잡한 과정이될 수도 있고, 더
간단한 과정이 될 수 있다.

4. 레이저 커팅기 활용 가능 재료
레이저 커팅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위와 같이 다양하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재료는
합판과 아크릴로 나뉠수 있다. 사용 재료에 따라서 레이저 출력과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적정 출력을 파악하고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5. 레이저 커팅기 세팅 예시
레이저의 속도와 파워를 조절해가면서 적정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속도는 느릴수록 강하고 레이저
출력(파워)은 수치를 높일수록 커진다.

6. 레이저 커팅기 작업 결과물 예시

레이저 각인(나무와 아크릴)

레이저 절단(종이와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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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레이저 커팅기 활용
1. 레이저 커팅기 작동 방식
레이저 커팅기(조각기)는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그림을 조각하거나 재료를 커팅하는 기기로 빠른
속도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3D 프린터와 달리 입체 물건이 아닌 평면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레이저 커팅기

레이저 커팅 샘플

프로그램으로 설계한 연필꽂이

입체적인 조립도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프로그램을 통해서 레이저 출력 및 속도를 조정하여 재료를 자르거나
글씨를 세기거나 한다.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MDF합판 및 아크릴을 이용한다.

2. 레이저 커팅 프로그램 (RDworks)

전용프로그램을 통한 디자인

32_교사용

레이저 출력 속도 세팅

학교급_고등학교군

3
4

충북대

2
1

가. 메인 작업 영역 : 레이저 커팅할 도형이나 사진 같은 이미지를 배열한다.
나. 도형 편집 메뉴 : 선이나 도형 및 텍스트를 작성하는 메뉴 모음
다. 시스템 및 보조 메뉴 : 저장, 불러오기 및 정렬과 그룹핑 같은 기능 모음
라. 레이저 세팅 메뉴 : 레이저 작동 방식 및 출력과 속도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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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저 커팅 예시
가. 커팅 : 고출력 레이저로 재료를 잘라준다.

커팅은 주로 선이나 글씨들이 가능하다.
벡터 이미지들은 가능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커팅은 재료(MDF 합판, 아크릴)와 두께에 따라 다르다.

나. 각인 : 저출력 빠른 속도로 이미지나 글씨들을 새긴다.

각인할 이미지를 불러
온다. import 메뉴

커팅과 각인을 같이 할 경우
사진 주위로 도형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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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중 사진 or 이미지 파일 선택

커팅과 각인 세팅을 맞춰서 한다.

각인은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세팅한다.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하여 제작한
아크릴 & MDF 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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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사이트를 활용한 케이스 설계
https://www.makerc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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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천문프로그램 셀레스티아 활용법
1. 프로그램 개요
천문프로그램 셀레스티아는 3D 기반의 천문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스타리나잇, 스텔라리움)과 차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타리나잇과 스텔라리움은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방식으로 천체와
천문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셀레스티아는 우주 공간에 있는 천체에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며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수업에 활용하면 효과가 좋다.

3D 기능으로 살펴본 행성의 모습

2. 프로그램 설치
[celestia-win32-1.6.1] 설치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컴퓨터에 설치한다.
영문 사이트지만 설치하고 나면 한글화된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된다.

3. 프로그램 기본 메뉴

프로그램 메뉴를 살펴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모든 메뉴를 익히지 않더라도 중요한 메뉴와 몇 가지
기능만 사용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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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네비게이션(N)
주로 우주공간에서 위치하고 있는 천체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 수업시간에 유용하게 사용될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다. 특히 태양계 브라우저와 길잡이 메뉴는 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메뉴이다.

나. 시간(T)
천체의 자전과 공전 같이 시간과 연관된 천체의 운동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시간 천체의 모습과 시간의
빠르기 조절로 다양한 움직임을 활용 가능한 기능이다.

다. 표시(R)
밤하늘에 보이는 별빛의 등급(개수)과 볼 수 있는 천체들 그룹을 지정가능하다.

라. 창(V)
한 화면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여러 가지 천체들을 한 화면에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Ⅳ. 셀레스티아를 수업에 활용하는 법
1. 태양계 천체 수업
가. 태양계 브라우저 기능 활용

태양계 천체들(행성, 위성, 소행성)을 확인 가능

토성 자료

1) 태양계 브라우저 : 태양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천체의 목록을 담고 있는 메뉴이며 각 행성의 이름을
클릭하고 [이동]버튼을 누르면 대상 천체로 찾아가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2) 행성 이름 앞에 [+]를 클릭하면 행성의 위성들 목록이 나열되어 보여 지고 행성과 같이 위성도
[이동]버튼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3) 태양계 브라우저 아래쪽에는 소행성과 혜성, 왜소행성 들도 나열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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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성의 공전과 자전
1) 목성을 선택하여 화면중앙에 놓고서 키보드[L]키를 3번 누르면 목성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며 키보드[K]키를 3번 누르면 다시 원래의 속도로 돌아간다. 다른 천체도 [L]키, [K]키를 활용하여
천체의 자전을 확인가능하다.
2) 태양을 선택하여 화면을 축소한 다음 키보드[O]키를 누르면 행성들의 공전궤도가 눈에 보인다. 그 후
[L]키, [K]키를 활용하여 행성들이 공전하는 모습을 확인 가능하다.

태양과 행성의 공전

지구와 달의 공전

2. 별자리 및 성운, 성단, 은하 수업
가. 길잡이 메뉴를 활용한 천체 보기

길잡이 메뉴

플레이아데스 성단

1) 길잡이 메뉴를 살펴보면 플레이아데스 성단, 히아데스 성단, 명왕성과 카론, 알비레오등 여러 가지
천체들을 찾아가서 볼 수 있다.
2) 특히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3D로 회전시켜보면 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항성들이 지구에서부터의
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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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체선택 메뉴를 활용한 천체 보기

천체 선택

천체 선택으로 찾아간 안드로메다은하

1) 태양계브라우저와 길잡이 메뉴에 없는 천체들은 천체 선택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2) 천체 선택 시 유의 사항은 행성은 한글로 검색해도 가능하지만 성운, 성단, 은하등은 메시에 목록이나
NGC목록을 찾아서 검색해야 가능하다.

※ 단축키 익히기
화면 이동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후 드래그

화면 회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후 드래그

확대 축소

마우스 휠

태양 선택

키보드 H

지구 선택

키보드 3

선택한 천체로 이동

키보드 G

궤도 보기

키보드 O

시간 10배 빠르게

키보드 L

시간 10배 느리게

키보드 K

시간 역순으로 바꾸기

키보드 J

은하들 이름 켜기

키보드 E (대문자)

행성들 이름 켜기

키보드 P (대문자)

위성들 이름 켜기

키보드 M

별자리 이름 켜기

키보드 =

별자리 영역 구분

키보드 Ctrl + B

별자리 선 켜기

키보드 /

프로그램 출처 : http://sourceforge.net/projects/celes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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