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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안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지도안
주제
주제 및
제작 의도

사물 인터넷(IOT)으로 교실 문제를 해결해요

초5-6

오브젝트블럭스 작동 원리 체험 활동을 통해 사물 인터넷(IOT)의 원리를 학습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 교실 문제를 해결한다
수학
과학
사회

관련
성취 수준

교육대상

[6수03-01] 실생활 장면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의미와 쓰임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수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4과08-03] 여러 가지 물체를 통하여 소리가 전달되거나 반사됨을 관찰하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6실04-08]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실과

[6실04-09]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기초 과정을 체험한다.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4도03-01]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공익의 중요성을 알고, 공익에

도덕

기여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6도02-02]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STEAM
과목 요소

상황제시
(Co)
창의적
설계(CD)
감성적
체험(ET)

Science

- 지구과학 / 환경 / 컴퓨터 과학 / 피지컬 컴퓨팅

Technology

- 오브젝트블럭스 코딩

Engneering

- 센서 작동

Art

-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모색

Math

- 수의 범위 나타내기

교실 소음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할까?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측정하는 길을 찾아라!
교실 소음이 측정되어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
● 교실 소음 측정 활동을 통하여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 컴퓨팅 사고력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을 통하여 미래 역량을 기른다.
● 조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협동심을 기른다.
● 소리센서를 코딩해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가?

평가계획

● 교실의 소음 정도를 램프나 깃발의 움직임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 소리센서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교수학습 과정안
관련교과
학습 목표

수학, 과학, 사회, 실과, 도덕

수업차시

4차시(1차시/40분)

오브젝트 블럭스 작동 원리 체험 활동을 통해 초보적 수준의 사물 인터넷 원리를
학습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 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차시 - 오브젝트 블럭스로 사물 인터넷을 체험하자.

상황제시

ⓐ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한다.

(10분)

- 소음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한다.

학습활동
(20분~40분)
창의적 설계 및

ⓢⓣⓔⓜ 오브젝트 블럭스를 세팅하고 프로그램 코딩하기
- 소리 센서 연결하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기
※ 학생의 경험에 따라 활동시간을 조정합니다.
ⓢⓣⓔⓜ 우리 반의 소음을 실시간으로 보이게 하자 (피지컬 컴퓨팅 활동)

감성적 체험

- 우리 반의 소음을 오브젝트 블럭스 코딩으로 실시간으로 보이게 함을 지도한다.

(10분~30분)

- 우리 반의 소음상황을 친구와 부모님 및 선생님께 알릴 방법을 지도한다.
3~4차시 - 선생님이 안 계셔도 조용한 우리 반을 만들자.

학습활동(10분)

ⓢⓣⓔⓜ

소리센서와 LED 출력 장치를 익히자

ⓢⓣⓔⓐⓜ 우리반의 소음에 따라 LED 램프가 다르게 켜지게 하자.
- 피지컬 컴퓨팅 코딩 활동을 통하여 소음이 LED램프로 보여지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LED램프로 보여지게 하는 활동을 쉽게 달성한 학생은 깃발로 제시하는 활동을
창의적 설계 및
감성적 체험
(70분)

전개하도록 지도한다.
- 조별로 우리반의 소음 상황을 표현한 것을 공유하고, 가장 잘 표현한 조를 개인
적으로 투표하게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 수업 내용 토론/해결 방법 공유 및 정리
- 미션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한다.
- 우리 반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오브젝트블럭스 교구의 장단점을 말한다.

※ 참고자료
●

사물 인터넷이 바꾸는 우리 생활. 소프트웨어중심사회. SW 교육 모듈형교재 3.
https://www.software.kr/main/UPLOAD/TCHMTR/attFile/1488159381290.pdf

●

교실 소음 대시 보드 영상 - https://youtu.be/mEXkvWqatjo

●

오브젝트 블럭스 교실 소음 장치 예제 - https://youtu.be/JBECet6b7GY

Ⅰ. 오브젝트 블록스로
사물인터넷을 체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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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오브젝트 블럭스로 사물 인터넷을 체험하자.
1. 상황제시
내가 언제 떠들
야! 시끄러워

었다고 그래

떠들면 다른 친구에게 방해가 되요.
너도 떠들었잖아

소곤 소곤 이야기합니다.

소곤소곤은 얼마나
큰 소리일까?

우리반의 소음을 컴퓨터가 공평하게 파악하게 하게 할 순 없을까?

사물 인터넷이란?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보통
물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 받은 것을 말합니다.

버스 위치 속도를 서버에 보내서 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

출처(사물인터넷이 바꾸는 우리생활 12 쪽)

IOT로 교실 소음 문제를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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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활동: 오브젝트 블럭스를 세팅하고 프로그램 코딩하기.
a) 아두이노와 오브젝트 블럭스
오브젝트 블럭스 초기 설정은 초등학생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지컬 코딩 수업 경험이
없거나 적은 초등학생 대상 수업의 경우, 수업 환경에 맞게 미리 세팅한 후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브젝트 블럭스는 작은 컴퓨터인
아두이노를 강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아두이노는 작은 컴퓨터입니다.
다양한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b) 오브젝트 블럭스 세팅하기
 우리는 아두이노에 오브젝트 블럭스를 연결해서 더 강력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블럭스를 연결한
후 센서 쉴드도 연결해 봅시다.
이젠 키트에 있는 건전지나
컴퓨터 전원에 연결해 봅시다.

 와이파이를 연결해 볼까요?

오브젝트 블럭스 이름을
길게 터치하거나
ObjectBlocks Tool

빨간 와이파이 버튼을

앱을 설치하세요.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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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블럭스 등록하기.
https://www.objectblocks.cc/ 사이트에서

로그인 박스를 선택합니다.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구글 아이디로
아니면 이메일로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등학생의 경우 구글 아이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구글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오브젝트 블럭스 아이디를 생성한 후 수업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세팅(Settings)를 클릭하여 쉴드 프라임” (Shield Prime) 을 등록합니다.

 오브젝트 블럭스 옆 면에 적힌
키와

이름을 입력하고 submit

버튼을 누릅니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IOT로 교실 소음 문제를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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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실 소음 프로그램 코딩하기
 새 프로젝트 (New Project)를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새 프로그램 (Add New Program)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설정시는 처음 한 번 실행하고
무한반복하기는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체험 후 학생이 세부 사항을 탐구하며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 다음 설명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변수와 채널 만들기
교실 소음이 다양하게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수를 코딩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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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소음 값을 보내서 우리에게 보여줄 채널을 만들어 봅시다.

세 개의 원이 쌓여진 형태를 클릭한 후

이름을 입력하고 채널 추가

새 채널 (New Channel)을 선택합니다

(New Channel)를 선택합니다.

 교실 소음 값을 채널로 보내기 위한 코딩을 해볼까요?

만들어 놓은

[교실소음 ]

데이터 → [채널 값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교실 소음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변수] 에서 [sound]를 선택합니다.

 교실 소음 값을 볼까요?
대쉬보드 → 새 대쉬보드 추가를 선택하여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IOT로 교실 소음 문제를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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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Widget)을 선택합니다.

라인 차트 vs 시간(Line Chart vs Time)을 선택합니다.

제목(Title)과 데이터명(Data Name)을 입력하고
데이터 소스(Datasource)를 채널(Channel)로
채널(Channel)을 변수명( sound)으로 선택합니다.

제출(submit)을 선택합니다.

참 잘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교실 소음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고 적어봅시다.

1. 우리 반의 소음을 인식하는 센서와 오브젝트블록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2.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오브젝트블록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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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소리 센서 연결하기

VCC → V
GND → G
OUT → S

소근육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초등학생의 경우 선 연결을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차분히 시간을
두고 성취의 기쁨을 느끼도록 시간을 줍니다. 끝까지 들어가는 느낌을 파악해서 연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소리 센서의 D1 에 빨간 램프 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기
프로그램 화면에서 다운로드(Download)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두이노와 오브젝트블럭스 쉴드가 연결이 잘 안 되었을 경우 Failed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다시 아두이노와 오브젝트 블럭스 사이에 공간이 없는지 확인하고, 둘 사이를 더
붙여봅시다. 이렇게 해도 실패가 나오는 경우 다시 분리한 후에 재결합 시킨 후 시도하세요.

대시 보드(베타)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면 교실 소음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IOT로 교실 소음 문제를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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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적 설계 및 감성적 체험
미션! 우리반의 소음을 친구와 선생님과 부모님께 알리자.

a) 대시보드 그래프 꾸미기
그래프 위 점 세 개를 클릭하면
그래프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프 아래 화살표를 이용하면
그래프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기 좋게 바꿔봅시다.

b) 공유하기
이제 우리반의 소음을 친구와 선생님과 부모님께 알려볼까요?

공유(share) 버튼을 선택합니다.

공유활성화 (Enable sharing) 눌러 링크를
복사해서 친구, 선생님,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모바일에서는 화면이 알맞게 줄어져 있는 반응형 인터넷 페이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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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생님이 안 계셔도
조용한 우리반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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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생님이 안 계셔도 조용한 우리 반을 만들자
1

학습활동: 소리 센서와 LED 출력 장치를 익히자.

너무나 멋지게 우리 교실 소음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대시 보드는 사물인터넷( IOT)에서 중요합니다.
대시 보드를 통해 우리는 여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교실 소음을 대시 보드에서 숫자로 보여주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교실 소음을 대시보드에서 숫자로 보여주면 정확한 숫자로 소음을 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지만, 교실에 있는 학생과 교사가 한번에 소음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IOT로 교실 소음 문제를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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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설계 및 감성적 체험
미션! 우리반의 소음에 따라 LED 램프가 다르게 켜지게 하자.
이젠 우리반의 소음에 따라 LED 램프가 다르게 켜지게 해볼까요?
대시 보드를 보고 우리 반의 소음 정도를 파악해봅시다.
소음 정도

조용함

조금 시끄러움

매우 시끄러움

대시 보드 값

우리 반의 소음 정도에 따라 어떤 램프가 켜지면 좋을까요?
우리는 빨간램프, 노란램프, 녹색램프가 있습니다.
소음 정도

조용함

조금 시끄러움

매우 시끄러움

램프 색

이젠 여러분이 정한 소음 값과 램프에 맞게 프로그램 해봅시다.
여기서는 조용함을 녹색, 조금 시끄러움을 노란색, 매우 시끄러움을 빨간색 램프로
켜지게 하려 합니다.
먼저 램프와 센서보드를 연결해 봅시다
램프

→ 센서보드(5, 6, 7번)

IN

→ S

VCC → V
GND → G
.
<램프에 연결한 선 사진>

아래 센서보드 번호에 내가 연결한 램프를 적어봅시다.
센서보드 번호

5

6

7

램프 색

<센서보드에 연결한 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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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에 연결된 오브젝트 블럭스 사진>

 이제 교실 소음에 따라 램프가 켜지도록 코딩해 볼까요?

논리에 있는
만약~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코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실소음이 100 이상이면 빨간 램프가 들어오도록 해봅시다.
실습 장소에 따라 교실 소음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보다
약간 큰 소음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이 소리를 내어 소음을 낼 때 소음이 좋습니다.

크기 비교는 논리의 두번째 블록을 사용합니다.

램프를 켜려면 디스플레이→ LED 설정을 ON
끄려면 LED 설정을 OFF 로 선택합니다.
.

 다음과 같이 코딩해 볼까요 ?.

스크래치나 엔트리와 같이 색에 따라 블럭 명령을 찾으면 쉽고 편합니다.

IOT로 교실 소음 문제를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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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소음이 100 이상이 아니면 LED 램프를 끄도록 아니라면 명령을 만약 명령에 넣어봅시다.
만약 명령에 있는 파란 톱니 바퀴를 클릭하면 됩니다.

부등호 ( > ) 옆에 있는 숫자를 넣으려면 수학
바퀴를 선택하여 아니라면을 추가합니다.

블럭에 있는 숫자 블럭을 활용하면 됩니다.
.

명령을 다운로드 한 후 제대로 실행하는지 테스트 해봅시다.
혹시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유를 생각해서 디버깅해(고쳐) 봅시다.

 이번에는 조용하면 녹색 램프로, 조금 시끄러우면 노란색 램프, 매우 시끄러우면
빨간색 램프가 켜지도록 해봅시다.

바퀴를 선택하여 다른 경우를 추가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코딩해 보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령, 우리반의 소음에 따라 깃발이 다른
각도로 올라오게 할 수 있을까요?

미리 활동을 끝낸 학생은 코드를 변경하거나 다른 코드를 추가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소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령 repeat while 명령을 사용해서 이와 비슷하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16 오브젝트블럭스와 함께 하는 사물인터넷 체험

3 정리 : 오늘 체험을 통해 더 성장한 나
오늘 체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록해 봅시다.

오늘 만든 소음 감지 키트를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선생님이 안 계셔도 조용한
반이 될 수 있을지 자유롭게 기록해 봅시다.

오브젝트 블럭키트로 더 하고 싶은 점을 기록해 봅시다.

IOT로 교실 소음 문제를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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