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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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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과학기술과의 만남]
초·중등 STEAM 프로그램

이 책의 구성

이 교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개의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쿼드콥터(Quadcopter)형 드론을 통하여
무인항공이동체(UAV:Unmanned Aerial Vehicle)의 비행원리를 알아보고, 공간 자율비행 원리를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Python 코딩교육을 접목하여 드론의 군집 비행 프로그램을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드론의 공간 아트 퍼포먼스 작품을 팀별, 개인별로 기획 설계하여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
교과, 인공지능 및 과학 기술 교과와 접목시켜 해결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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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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예시로 구성하였다.

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 CONTENTS |

[교사용]
1. 주제 개요····················· 08
2. 학습 목표····················· 09
3. STEAM 과목 요소· ················ 09
4. STEAM 단계별 내용· ··············· 10
5. 지도안 총괄표··················· 11
6. 지도안· ····················· 12

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7. 평가 계획····················· 18
8. 학습 내용····················· 21
9. 수업 참고 자료··················· 35
10. 학생용 자료 답안 예시··············· 43

학교급

고등학교군

[별첨]

구분

교사용

학생용 자료

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고등학교 (통합)학년/6차시

차시

소주제

학습 내용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와 기술혁신
조사하기

Co

1

무인항공기
(UAV)와
자율주행
기술과의 만남

- 과학기술의 발달과 드론의 활용 사례 및 비행 원리
조사하기
- 항공역사와 UAV 기술 탐구하기
- 비행 조종원리 탐구
추력 방향전환, 무게 중심과 회전 등
드론(UAV)과 자율주행기술과의 만남

Et
- 드론의 비행 원리와 위치기반 자율비행의 기술
탐구하기
쿼드콥터 드론의 원리 이해

Et
2

쿼드콥터
드론의 원리 및
항공원리
체험하기

- 드론의 비행 원리와 위치기반 자율비행의 기술
탐구하기
- 쿼드콥터(Quadcopter)의 비행원리와 탐구 조사
항공 원리 체험하기
- 비행 원리와 공간이동 기술 탐구하기
- Barany Chair 활용 비행원리 체험하기

관련 교과 및 활동
<정보>
[12정02-04]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컴퓨팅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2정03-03]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정보와 기하>
<과학>
[9과07-02]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정보>
[12정보02-04]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컴퓨팅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학>
[9수03-01]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드론의 기초이해

Cd

3

쿼드콥터
드론 제작 및
체험하기

- 쿼드콥터의 비행원리와 활용 사례조사하기
- 드론 키트의 구조, 회로도를 이해한다
-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드론을
계획한다.
드론의 조립 및 조종체험
- 개인별/모둠별로 선정된 드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정보>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Python 프로그램 학습하기

Et

4

Python으로
쿼드콥터 드론
프로그래밍

- 드론 코딩 학습하기
- Python 코딩 기초 학습
- Python 인공지능 도구 학습
- 라즈베리파이를 구동하는 Python 개발환경 탐구
쿼드콥터 드론 프로그래밍의 이해

Cd
- 쿼드 콥터 드론의 비행원리 이해 및 Python
활용방법 탐색
- Python으로 쿼드콥터 드론의 비행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할까 구상
드론 비행을 위한 Python 드론 프로그래밍
구현
- Python 코딩환경 셋팅
- 개인별/모둠별로 선정된 드론 비행 알고리즘 코딩
시나리오 발표 및 드론 비행

Et

5

군집자율비행
시나리오 작성
및 군집비행

-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아트쇼를 계획
- 군집 비행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 에어 아트퍼포먼스 가상 시나리오 발표 및 드론
코딩 공유
측위 기반 실내 군집 비행 실습
비측위 기반 실내 군집 비행 실습
- 측위/비측위 기반 드론 군집 비행원리 탐구
- 드론 자율 비행 구현

군집 드론비행을 통하여 아트 퍼포먼스
6

군집드론
자율비행을
통한 공간 아트
퍼포먼스 시연

Science 과학,

시연

Et
- 공간좌표를 이용하여 군집 비행 설계 및 구현
- 자율 비행 미션 수행
- 군집 드론비행을 통하여 공간 아트 퍼포먼스 수행

Technology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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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공학,

<정보>
[12정보02-04]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컴퓨팅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2정보04-01]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 및 특성을 이해한다.
<수학>
[9수03-01]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정보>
[12정03-01]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12정03-02]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12정03-03]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단위의 문제로 분해하고 모델링
한다.
[12정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미술>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수학>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정보Ⅰ>
[12정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Art 예술,

Math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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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군 차시대체

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1. 주제 개요
무인항공이동체(UAV:Unmanned Aerial Vehicle)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고
필요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체를 의미한다. 초지능·초연결이 전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Digital Transformatiom)이 도래함에 따라 자율 주행차, 드론 등 무인 이동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UAV의 산업화와 대중화는 드론의 대중적 성공으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다. 주로 4개의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멀티콥터형 드론은 구동원을 엔진에서 전기모터로 바꿈으로써 안정성이 향상되고, 경량·소형화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응용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메이커교육, 무한상상실의 확산으로 학교에서도 다양한 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UAV의 대표적인 기술 집약체인 드론과 자율이동기술을 접목하여 코딩을 통한 드론의
군집 비행 프로그램을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드론의 공간 아트 퍼포먼스 작품을 팀별, 개인별로 기획
설계하여 구현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는 [그림1]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무인항공기(UAV)와
자율이동기술과의 만남

쿼드콥터 드론의 원리와
자율이동프로그램 코딩(Python)

[그림1] 프로그램의 구성
08_교사용

드론 군집자율비행을 통한
아트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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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차시대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6차시로 구성되어있다. 2015 개정
고등학교 정보과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정보와 기하, 정보과학 및 인공지능 교과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학습함으로써 쿼드콥터 드론의 작동원리가 무엇인지는 물론, 기본적인 항공원리를 이해하여
무인항공이동체(UAV)의 미래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Python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공간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해 봄으로써 코딩능력, 논리력, 과학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 또한 기를 수 있다.
특히 학습자 스스로 설계한 시니라오에 따라 드론을 비행하게하고 여러대의 드론이 협업하며 군집으로
비행하는 아트 퍼포먼스 작품을 완성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딩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을 기르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목표
- 무인항공이동체(UAV)의 항공 원리를 학습하고 공간자율이동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 Pytyhon 프로그래밍에 대해 이해한다.
- Python 프로그램을 통하여 드론의 군집 비행을 코딩하고 아트 퍼포먼스를 시연한다.
○ 과정목표
- 항공 비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측위, 비측위 기반 실내 군집 비행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드론을 통하여 무인항공이동체(UAV) 자율비행원리를 이해하고 기능과 역할에 맞는 드론을 설계, 조립 및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STEAM 과목 요소
○ S(과학) : 항공의 원리 학습, 기본 비행원리를 응용한 호버링 비행과 자율이동 비행
○ T(기술) : 드론 설계 및 조립과 Python 프로그래밍
○ E(공학) : 정보+항공+창의공학을 포함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융복합 공학기술
○ A(예술) : 공간자율비행 기술 활용 자신만의 시나리오 작성 및 아트 퍼포먼스 구현
○ M(수학) : 측위, 비측위 기반 위치 조정과 물체 상호간 절대적인 거리를 상대적인 거리로 변환, 드론의 예상
비행경로를 좌표(그래프)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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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별 내용 및 요소
차시

STEAM
준거틀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
교과

STEAM
요소

정보
과학
기술
수학

S,T,E,A,M

정보
과학
기술

S,T,E,A,M

정보
과학
기술

S,T,E,A,M

- 무인항공이동체(UAV:Unmanned Aerial Vehicle) 기술의 발달과 드론의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 드론의 비행 원리를 통하여 항공 원리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한다.
1~2

상황
제시
(Co)

- 4개의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쿼드콥터 드론의 원리를 탐구하도록 한다.
- 내가 설계한 드론을 조립 제작한다.
- 드론 군집 비행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동 궤적을 그래프로 표현해본다.
- 생활과 산업에 활용되는 드론의 기술과 사례를 조사하고 미래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탐구 조사, 발표하도록 한다.

- Pytho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론 코딩을 연습한다.
- 모둠별로 드론 군집 자율비행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상황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작성한다.
3~4

창의적
설계
(Cd)

- 군집 비행에 맞도록 쿼드콥터 드론이 갖춰야 할 기능을 결정하고
설계도를 작성한다.
- 가상 시나리오 맞게 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한다.
- 가상 시나리오에서 드론이 비행할 경로를 좌표(그래프)로 작성한다.
드론을 모의 비행시키면서 코딩과 시나리오를 수정 보완한다.

- 모둠별로 드론 군집 비행이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퍼포먼스가 되는지
확인한다.
5~6

감성적
체험
(Et)

- 시뮬레이션에 따른 코딩의 결과와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한다.
- 자율비행기술을 적용한 드론(UAV)을 군집 비행시키고 아트 퍼포먼스의
결과를 평가한다.
- 모듬별로 구현한 기술을 상호 평가하고 활용방안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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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프로그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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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고등학교

차시

총 6차시

교육목표

4개의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쿼드콥터(Quadcopter) 드론을 통하여 무인항공이동체(UAV:Unmanned
Aerial Vehicle)의 항공원리를 이해하고, 공간 자율이동 원리를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Python 코딩교육을
접목하여 드론의 군집 비행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체험 할 수 있다.

관련교과

정보, 기술가정, 과학, 수학, 미술, 음악
<정보>
[12정02-02] 컴퓨팅 환경에서 생산되는 방대하고 복잡한 종류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활용하기 위한
컴퓨팅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12정02-03]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9정03-03]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12정02-04]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컴퓨팅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2정03-01]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12정03-02]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12정03-03]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하고 모델링 한다.
[12정04-01]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 및 특성을 이해한다.
[12정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성취기준

<수학>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9수03-01]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과학>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9과16-01] 재해·재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피해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기술가정>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기가05-01]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미술>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음악>
[12음01-04]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음악 작품을 만든다.
[12음03-01]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12음03-02]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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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도안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무인 이동체(Unmanned Vehicle) 기술 살펴보기
-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이동체로, 자율주행차(육상), 드론 등 무인항공기(공중), 무인선박
및 수중 로봇 등 무인잠수정(해양) 등을 통합하는 개념

▶ 4차 산업혁명기술 집약체
로서의 무인이동체

대표적 무인이동체: 자율주행차와 무인항공기(드론)

https://youtu.be/OsKhmg63cRg

<무인이동체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무인이동체의 발전>
https://youtu.be/t1iI09ZZkDc
▶ 무 인 이 동 체 ( U n m a n n e d
Vehicle)가 되려면 어떠한
기능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상황 제시>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실행되었을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 무인 이동체에 필요한 대표적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 탐지·인식, 통신, 자율지능, 이동·동력원, 인간-이동체간
인터페이스, 시스템 융·복합, 구조체 소재, 제작 등

항공의 발달과 무인
비행의 역사 살펴보기:라이트 형제와의 만남
항공이동체(UAV)의 - 항공(비행)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라이트 형제의 1900년대
원리, 쿼드콥터
시험비행으로부터 현재의 항공기술 탐구
드론의 기능과
- 1905년 비행성공의 원인과 과학원리 탐구
원리는 무엇일까? - 라이트 형제의 풍동과 원리 탐구
ㆍ풍동: 연구를 목적으로 한 일정한 바람 조건을 만들어 내는
(50분/차시별)
펜이 부착된 작거나 긴 터널
(1~2/6차시)
ㆍ받음각: 날개와 다가오는 기류의 각도
ㆍ기류: 공기분자가 날개와 같은 물체 주위를 흘러갈 때의
움직임
항공기와 자동차(육상) 및 배(해상)의 방향전환 차이점은
무엇일까?

▶ 무인이동체의 발전
▶ 학생 탐구학습자료
【활동지】:초기의 비행사들과
라이트형제
【읽기자료】라이트 형제가 만든
‘풍동’이야기
▶ 쿼드콥터 명칭의 유래
2002년 RIT에서 학생
프로젝트로 개발한 기체를
쿼드콥터라고 부르면서 4개의
프로펠러로 구동하는 기체를
쿼드콥터라고 함.
▶ ( 생 각 해 보 기 ) 자 전 거 의
방향전환의 원리는?
- 핸들만 전환하면 될까?
- 왜, 체중을 방향을 전환하는
쪽으로 이동해야 할까?
- 속 도 를 유 지 하 는 것 은
방향전환과 어떤 관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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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과 해상 이동수단의 방향전환 원리:요(Yaw)
자동차의 핸들을 돌리면 차량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배는 키를 사용하여 방향을 합니다. 자전거는 손잡이를
돌리고 체중을 그쪽으로 옮겨 통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육상, 해상 운송 수단은 앞부분을 좌우로 돌려 방향을
통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축에서의 회전 또는
방향전환을 요(Yaw)라고 합니다.

<상황 제시>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실행되었을까?

【활동지】인간의신체의 각
기관을 통하여 방향, 평형,
속도를 체험하고 소감을
기록한다.

- 항공(비행기)은 어떤 원리가 추가되어야 방향전환이 가능
할까?
ㆍ요(Yaw): 좌우로 기울이는 원리
ㆍ롤(Roll): 좌우로 선회하는 원리
ㆍ피치(Pitch): 위 아래로 움직이는 원리
- Barany Chair 활용 인간의 감각과 비행원리 체험

【활동지】Barany Chair통한
비행원리를 체험을 통해서
확인한다.

항공의 발달과 무인
항공이동체(UAV)의
원리, 쿼드콥터
드론의 기능과
원리는 무엇일까?
(50분/차시별)
(1~2/6차시)

▶ 학생 탐구학습자료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교재, 2011

과학기술과 무인항공기(드론)
- 소형무인항공체(4개의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쿼드콥터)의
발달

- 학습용 드론
【읽기자료】드론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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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의 3가지 축회전 원리는 무엇일까?
- 피치 (Pitch: 가로축 회전) - 비행기의 기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엘리베이터(승강키)로 제어
- 롤 (Roll: 세로축 회전) - 비행기를 좌우로 선회시키는
동작으로 에일러론(보조 날개)으로제어
- 요 (Yaw: 수직축 회전) - 비행기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으로 러더(방향키)에 의해 제어

▶ 학생 탐구학습자료

▶ 학습활동지

<창의적 설계>

드론에 적용된 비행원리 탐구
비행의 원리를
- 드론의 비행원리를 용어 중심으로 이해한다.
반영하여 나만의
드론을 설계하고
조립 제작한다
Python 프로그램
코딩으로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드론 미션 수행하기
(50분/차시별)
(3~4/6차시)

Python프로그램코딩 통한 드론 모의 비행하기
- 드론의 사용법과 코딩 방법을 익힌다.
- Python 설치(www.phython.org)

▶ 드 론 의 프 로 펠 러 회 전
방향은? 만약, 4개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 Python 설치 및 명령어
이해

ㆍhttps://dojang.io/course/
view.php?i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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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통신 드라이버 설치

▶ Python 최적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ㆍ드론 코딩을 위한 Phython
프로그래밍 이해
ㆍ코딩으로 드론을 제어하는
명령어 활용
ㆍ드론 군집 비행 미션을 위한
알고리즘

- 드론 비행 시나리오에 맞게 드론 코딩을 실시하고 모의
비행을 통해 코딩을 수정한다.
- 드론 비행 Python 기본 명령어


모의
비행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
비행 장소를 별도로 구성하며, 좁은 공간 안의 여러 대를
작동시킬 경우 반드시 조작 전에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지 테스트한다.
시나리오에 맞는 드론의 기능 설계하기
- 가상 시나리오 상에서 드론이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과
방법에 맞게 드론이 갖춰야 할 기능을 설계한다.

설계도
작성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작동 원리 및 방법,
드론의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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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비행 시나리오 적용 드론 비행경로 표현하기
- 시나리오에 작성 된 드론의 비행경로를 좌표 또는 그래프로
표현하면서 드론의 비행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고민한다.
- 만약, 장애물 등과 같이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글이나 그림을 그려 표현한다.

▶ 드론

이동 경로 및 시나리오
표현


그래프를
어려워 할 경우 출발점과 도착점을 찍고 직선,
곡선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한다.
드론군집 아트 쇼 퍼포먼스 시연 및 발표.
- 모둠별(또는 개인별)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실내 군집 비행
시연
- 측위기반, 비측위 기반 실내 군집 비행

▶ 드론

군집비행 스토리보드
- 스토리보드 활용
- 작품구성 및 편집
- 드론 군집 비행 시연
- 드론으로 영상 촬영 및 편집

<감성적 체험>
드론을 통한
아트쇼 군집
퍼포먼스 비행 및
발표
(50분/차시별)
(5~6/6차시)

Kitrone-Ⅱ 드론 배치(10대)
- 측위기반 실내 드론 군집 비행

실내 군집 비행의 유형 2가지 모델

구현된 드론 군집 비행(10대)
- 위 두가지를 융합하여 자신(모둠)만의 군집비행을 완성하고
아트쇼를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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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발표 및 공유하기
- 모둠별로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드론 비행을 실시한다.

▶ 평가/토론 할동지


드론
비행이 더 실감 남도록 시나리오 발표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드론을
목적지까지 비행시키면서 경로에 대해 해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코딩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되 맨 마지막에 다시 발표하도록 한다.
평가하기
-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한다.
- 타 모둠의 잘된 점을 우리 모둠 결과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Art 예술,

Math 수학

Co Context 상황 제시
Cd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Et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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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영역

평가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드론 제어
원리 이해

드론의 움직임을 보고 드론 날개
의 회전 방향(Pitch, Roll, Yaw)의
원리를 정확히 구분하고 드론의
작동방법에 대해 옳게 설명함.

드론의 움직임을 보고 드론 날개
의 회전 방향(Pitch, Roll, Yaw)의
원리는 이해하나 드론의 작동방
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함.

드론의 움직임을 보고 드론 날개
의 회전 방향(Pitch, Roll, Yaw)의
원리와 드론의 작동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미흡함.

드론비행
원리의 이해

드론의 비행역학과 공간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
할 수 있음

드론의 비행역학과 공간이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
분적으로 설명함

드론의 비행역학과 공간이동에 대
해서 거의 이해하는 것과 이를 설
명하는 것이 미흡함

가상
시나리오
작성

아트쇼를 위한 드론 군집비행의
진행 상황을 개연성 있게 작성하
였고 각 상황을 그림으로 완성함.

아트쇼를 위한 드론 군집비행의
진행 상황을 작성하였고 각 상황
을 부분적으로 그림

아트쇼를 위한 드론 군집비행의
진행 상황을 작성함.

드론 및
스토리보드
설계

가상 시나리오 속 드론 군집 아트
쇼에 맞게 드론의 기능을 설계도
로 제시하고 작동 원리에 대해 구
체적으로 설명함.

가상 시나리오 속 드론 군집 아트
쇼에 맞게 드론의 기능을 설계도로
제시하고 작동 방법에 대해 설명함.

가상 시나리오 속 드론 군집 아트
쇼에 맞게 드론의 기능을 설명함.

비행경로
표시

가상 시나리오 속 출발지, 목적지,
장애물 등과 드론의 비행경로를
그래프에 좌표를 찍고 선으로 표
현함.

드론의 비행경로를 그래프에 좌
표를 찍고 선으로 표현함.

드론의 비행경로를 좌표를 찍지
않고 선으로 표현함.

드론 코딩

Python으로 드론 콘트롤 명령어를
사용하여 코딩함.

Python으로 드론 콘트롤 명령어를
사용하여 미션의 일부를 구현함.

Python으로 드론 콘트롤 명령어
사용 후 실행에러가 나옴.

시나리오
발표

시나리오 발표 시 소품을 이용하
고 상황극, 뉴스, UCC 등의 형태
로 발표함.

시나리오를 상황극, 뉴스, UCC 등
의 형태로 발표함.

작성한 시나리오를 발표함.

드론 비행

한 번의 시도로 시나리오에 맞게 드
론이 비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함.

두 세 번의 시도로 시나리오에 맞게
드론이 비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함.

여러 번의 시도로 시나리오에 맞게
드론이 비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함.

집중과 끈기

시나리오 작성, 드론 코딩 등 과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며
끈기 있게 해결함

시나리오 작성, 드론 코딩 등 과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은 있으나, 끈
기가 다소 부족함.

시나리오 작성, 드론 코딩 등 과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가 다
소 부족함.

호기심과 자신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의 흥미
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지 않음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
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
러지게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
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가끔
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
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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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록지1
평가
영역
이름

창의적 설계
드론 제어
원리 이해

감성적 체험
가상
시나리오
작성

드론 비행
원리 이해

드론 및
스토리 보드 설계

총평

비행경로
표시

○ 평가기록지2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총평
시나리오 발표

드론 비행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성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 자신이 속한 모둠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봅시다.
평가
방법

평가
영역

평가기준

평가 척도
상

중

하

아트에 가까운 시나리오인가?
드론의 기능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창의적
설계
자기평가
및
모둠평가

드론 코딩을 이해하고 최대한의 기능을 활용하여 코딩하였는가?
시나리오 작성, 드론 기능 설계 등 모둠 활동 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였는가?
시나리오 작성, 드론 기능 설계 등 모둠 활동 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시나리오 발표 방법이 참신하고 내용이 흥미진진한가?

감성적
체험

시나리오 발표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시나리오 내용에 맞는 드론 비행이었는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참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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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 가상 시나리오 및 드론 비행을 보고 별점과 글로 평가해 봅시다.
평가
방법

평가
영역

평가 척도

평가기준

상

중

하

아트에 가까운 시나리오인가?
동료 평가
(모둠간)

창의적
설계

드론의 기능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드론 코딩을 이해하고 최대한의 기능을 활용하여 코딩하였는가?

감성적
체험

시나리오 발표 방법이 참신하고 내용이 흥미진진한가?
시나리오 내용에 맞는 드론의 군집 비행 이었는가?

- 모둠별 가상 시나리오 및 드론 비행을 보고 별점과 글로 평가해 봅시다.
모둠형

시나리오 개연성

시나리오 흥미도

드론 기능의
실현 가능성

코딩과
드론 비행의
완성도

평점
이건 우리도
해보고 싶다.
이것만큼은 우리
모둠이 제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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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열기]

1~2/6차시

언제부터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
비행의 원리 어디까지 알고 있나?

[도입 영상]
- 무인이동체

신기술영상

우리가 눈을 뜨면 보게되는 하늘, 그리고 공간(Sky)을 향한 인간의 도전은 언제 부터였을까? 우리가 TV를 틀면
대부분 일상 생활처럼 자동차와 비행기가 배경으로라도 등장합니다. 특히 영화의 장면 중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인간은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

들어가기 1 – 라이트 형제와의 만남

[학습목표]

1) 하늘을 나는 방법을 위해 비행의 선구자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 무 인 항 공 이 동 체 ( U A V :
Unmanned Aerial Vehicle) 발달
로 변화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2) 라이트 형제가 무엇으로 하늘을 날고 공중에서 조종을 했을까 상상해 봅시다.
3) 비행의 원리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드론의 비행 원리를 운동 방향
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비행선구자들의 실험과 개척정신을 알아보고 글라이딩에 필요한 요건 알아보기
인터넷 검색과 도서관 자료 검색을 통하여 비행 선구자들을 알아봅시다.

- Python

프로그램 코딩을 통하여
드론 미션을 해결할 수 있다.

비행 선구자들의 실험들을 알아보고, 글라이딩에 필요한 요건을 이해해봅시다!
인간의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비행 에

- 드론 군집 비행을 통하여 아트
쇼 퍼포먼스를 할수 있다.

대한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성공하기 직전인, 1880년대는 항공역학에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 이전에 비행을 연구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음의 세 사람은 1900년까지
비행기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비행 초기의 개척자들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그들의 업적에 대해 짧게 정리해봅시다.

오토 릴리엔탈

옥타브 샤누트

세뮤얼 랭글리

교사용_45

MEMO

교사용_21

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드론(UAV)과 자율이동기술과의 만남:드론으로 군집아트쇼를 해볼까?

들어가기 2 – 마음대로 하늘을 날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수업전개]

하늘을 날고자했던 인류의 꿈은 비행기의 발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인류는 더 높이, 더

들어가기
↓

빨리, 더 경제적인 비행기를 만들고자 오랜 세월동안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 비행 조종,
항공기 안정성 및 추진을 통해 항공기 성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항공기의 성능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비행 할 수 있는 비행기의 비행 원리는 무엇일까?

미래 사회의 모습
↓

드론의 비행 원리
↓

Python프로그램
사용법 익히기

비행기의 회전 방향 이해 하기
비행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할 때 이루어지는 세 가지 회전을 Pitch- Roll -Yaw라 한다.
•Pitch는 앞뒤 수직 평면을 따라 회전하는 것,
•Roll은 측면 수직 평면을 따라 회전 하는 것
•Yaw는 수평면을 따라 회전하는 것
우리가 고개를 움직이는 것을 Pitching, Rolling Yawing로 선을 그어 봅시다.

•영상을 통해 현재 실현되고 있
는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미래
에 실현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

고개를 상하로 끄덕이는 것 •
고개를 좌우로 기웃 거리는 것 •
고개를 절래절레 흔드는 것 •
◆ 비행기의 세가지 축 회전

48_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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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tching
• Rolling
• Y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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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비행기의 회전 설명을 Pitch- Roll –Yaw로 나타내 보시오.
비행기의 기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엘리베이터
(승강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좌우로 선회시키는 동작으로 에일러론(보조 날개)
으로 제어됩니다.
비행기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으로 러더(방향키)에 의해
제어됩니다.

•

•영상과 자료를 통해 빠르게 발
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

•주어진 자료 외에도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과 관
련된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비행기에서 3가지 축 회전을 제어하는 기관
1. 엘리베이터(승강키) - 꼬리 부분의 수평 부위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비행기의 Pitch를 제어한다.
2. 에일러론 - 날개 후방모서리의 바깥쪽 표면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비행기의 롤을 제어하고
날개를 기울여 기체가 선회하게 한다.
3. 러더(방향키) - 보통 수직 안정판에 경첩으로 부착되어 있는 부위로 비행기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하므로
적절하게 조절하여 적용한다.

Yaw에 사용된다.

[참고 사이트]

◆ 자전거 방향 전환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ari.re.kr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
•공군사관학교
http://www.afa.ac.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 핸들만 전환하면 될까?
- 왜, 체중을 방향을 전환하는 쪽으로 이동해야 할까?
-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방향전환과 어떤 관계일까?

탐구활동
실제 항공기는 롤, 피치, 요 3가지 방향 전환에 의해 움직여진다. 다음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보자.
좌측 항공기의 회전 방향 그림을 보고 항공기에
적용된 다음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Yaw(요):
RoLL(롤):
Pitch(피치):

학생용_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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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드론(UAV)과 자율이동기술과의 만남:드론으로 군집아트쇼를 해볼까?

[생각 펼치기]

무인항공이동체(UAV)와 자율주행의 만남: 쿼드콥터 드론

•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
론 코딩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소개 영상
https://www.youtube.com/
watch?v=wtF1-3j1nJo

3/6차시

들어가기 1 – 무인항공기술의 발달과 자율주행과의 만남
1) 자율주행과 드론기술의 융합으로인한 미래의 모습이 무엇일지 상상해 봅시다.
2) 드론의 활용 사례를 찾아보고 비행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3) 나만의 드론을 설계하여 완성해 봅시다.
얼마전 테슬라의 창업자 머스크는 누구나 조종 할 수 있는 우주선을 표방하며 전문가각 아닌 일반인이
조종하는 우주선을 발사하여 성공하였다. 우리는 가끔 영화 속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 등 ‘설마 미래에 저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후
설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현재의 과학 기술은 어디까지 발달된 것일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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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UAV)과 자율주행기술과의 만남:드론으로 아트쇼를 해볼까?

들어가기 2 – 드론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1) 영상 속에 등장한 다양한 과학기술 외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론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사례 3가지를 찾아 작성해 봅시다.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제목

•드론의 원리의 대부분은 고등학
교 물리 과정에서 등장하므로
중력, 힘의 작용 반작용 정도만
안내하고 드론 날개의 회전 원
리에 대해 안내한다.
•드론의 원리
https://blog.naver.com/enjoy_
drone/221605960579

내용

2)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드론의 날개는 얇지만 선풍기의 날개와 같이 경사져 있습니다. 드론의 날개가
빠르게 회전하면 공기를 밀어내고 공기를 밀어내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른쪽 드론은 날개가 4개인 쿼드콥터
드론으로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는 시계방향으로,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힘을 위로 받습니다. 드론의 운동은 크게 상승과
하강(Throttle), 전진과 후진(Pitch), 우측과 좌측 이동(Roll), 우측 회전과 좌측 회전(Yaw)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날개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다음의 날개의 움직임을 보고 드론의 운동방향을 예측해 봅시다.

날개의
회전 방향

드론의
이동 방향

상승(Throttle)

날개의
회전 방향

드론의
이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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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성(2) – 실내 군집 비행 드론 시스템

•학생들이 드론 코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간단한 미션
을 통해 코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Micro Drone × 10ea

운영 공간 크기 : 6.3m × 2.95m × 2.65m

Loco positioning Node × 8ea

군집 비행 설계
10대의 드론을 3차원 공간상에서 일사분란하게 날리려면 공간좌표하에서 위치를 시간의 흐름속에서 표현해야
한다.
3차원 좌표는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지오지브라 사이트를 통해 공간좌표를 통해 군집비행을
어떻게 할지 설계해 봅시다.
▶지오지브라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eogebra.org/3d

학생용_51

MEMO

26_교사용

학교급_고등학교군

•도입 영상
- Python

코딩으로 드론제어
1) 자 율 주 행 과 드 론 기 술 의
융합으로인한 미래의 모습이
무엇일지 상상해 봅시다.
2) 드론의 활용 사례를 찾아보고
비행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3) 나만의 드론을 설계하여 완성해
봅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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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드론(UAV)과 자율주행기술과의 만남:드론으로 아트쇼를 해볼까?

[생각 펼치기]

2~3/4차시

드론아트 가상 시나리오 작성하가

•모둠별로 드론아트 가상 시나리
오를 선택하게 하고 모둠명과
역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아트의 종류 결정
1) 개인별로 작성한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모둠별 가상 시나리오로 작성할 졸류 한 가지를 결졍해 봅시다.

•학생들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도서관이나 인터넷 검
색을 통하여수업 전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모둠원1

모둠원2

모둠원3

모둠원4

개인별 작성한
아트 시나리오
(1단원 관련)

우리 모둠이
결정한 아트 시나리오
모둠명
(이유 포함)

2) 앞으로의 수업 과정을 살펴보고 모둠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나열해 봅시다.
수업 과정
드론 아트 가상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에 맞는 드론 기능

시나리오 속 드론 비행 경로 표현

드론 코딩

모의 주행

62_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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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할 과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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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시
시나리오 맞는 드론 코딩을 할
수 있다.

[수업전개]

드론 코딩 및
모의 비행
↓

퍼포먼스 발표 준비

•드론 조작법은 사전에 유인물로
제시하여 학습해 올 수 있도록
한다.
•Phython 프로그램 사용법 동영
상 강좌
https://dojang.io/course/view.
php?i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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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 시나리오 속 드론이 아트 군집쇼를 위해서 갖춰야할 기능이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기능

설계도

•드론의 기술은 많이 발전해 있
고 상용화 되어 있으므로 기능
설계 시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
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드론의 비행경로 그래프는 출발
점과 도착점을 명시해야 하고
실제 거리와 눈금 간의 비를 이
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게 한다.
4) 가상 시나리오 속 드론의 비행 경로를 아래의 그래프에 좌표를 찍고 선으로 그려 봅시다.

•드론의 평면 운동 이외에 수직
운동이나 장애물 등은 글과 그
림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드론의 활용 분야
https://url.kr/8ThAxn

학생용_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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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통한 자율 비행임을 안
내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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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맞는 비행을 위해 코
딩과 모의 비행을 반복하도록
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게 한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코딩
블록을 인쇄하여 붙일 수 있도
록 준비할 수 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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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전개]

드론군집비행의 예
↓

자율비향이란?
↓

퍼포먼스 시나리오
작성

•가상 시나리오 작성은 가급적
자세히 기록하게 하고 드론의
비행경로까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해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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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드론
을 자율 비행 시킬 수 있다.
[수업전개]

드론군집비행 시나리오 발
표 및 드론 비행
↓

평가(10분)

•시나리오 또는 그래프를 크게
제작하게 하여 평가 시 갤러리
워크 또는 지식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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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업 참고 자료
1900년 라이트형제의 글라이더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
스티로폼 고기 접시(9인치(23cm)×11인치(28cm)), 이쑤시개 30~35개, 글루건, 가위, 칼, 검정
싸인펜, 자, 서류폴더, (선택사항)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군인
1. 그림과 같이 스티로폼 접시의 안쪽에 날개와 승강키 모양을 조심스 럽게
그립니다. 날개와 승강키를 칼이나 가위로 잘라낸다. 손톱 줄 로 잘라낸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하고, 펜 선을 없앱니다.
2. 서류폴더에 날개 템플릿을 대고 날개의 위아래에 검정 마커로 날개 선과
승강키 부분의 위치를 표시하고 날개 선을 연결합니다. (템플릿 끝이
스티로폼의 둥근 모양에 맞게 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템플릿의 점선 부분에 해당하는 아래쪽 날개의 중심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쑤시개를 반으로 잘라 끝 부분을 글루건으로 잘라진 가장자리에 붙여서
아래쪽 날개 반쪽과 연결합니다. 날개 반쪽 사이에0.6인치(1.5cm)의 틈만
남겨놓습니다. (스티로폼이 얇은 경우에는이쑤시개를 날개 아래쪽에 대신
붙입니다.)
4. 이쑤시개를 2인치(5cm) 길이로 자르고 자른 끝을 날카롭게 해서 날개보를
12개 만듭니다.
5. 날개 템플릿에 이쑤시개를 이용해 아래쪽 날개 위쪽 표면과 위쪽 날개의
아래쪽 표면에 날개보 구멍을 표시합니다.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는 아래로
휘어진다는 점에 주의 합니다. 이 그림에서 뒤집어놓은 것이 위쪽 날개입니다.
6. 글루건을 이용하여 이쑤시개를 아래쪽 날개에 표시해 둔 날개보 구멍에
끼웁니다. 이쑤시개를 누를 때 날개가 완전히 뚫리지 않도록하며, 가능한
똑바로 서 있게 합니다.
7. 위쪽 날개와 아래쪽 날개를 뒤집고 날개보의 뒷부분을 위쪽 날개의
아랫부분에 끼우고 글루건으로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위쪽 날개의 앞쪽
날개보를 연결합니다.
8. 승강키 끝의 가장자리에 이쑤시개 2개를 끼워넣고, 글루건으로 제자리에
고정합니다.(스티로폼이 얇은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승강키의 아래쪽에 대신
붙입니다.
9. 글라이더를 뒤집고 조립된 승강키를 아래쪽 날개가 벌어진 부분의 양쪽에
붙입니다.
10. 글라이더를 다시 뒤집고, 이쑤시개를 왼쪽 날개선 중앙에 집어넣은 다음,
이쑤시개의 다른 끝을 위쪽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에 집어넣고 붙입니다.
다른 이쑤시개를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날개선에 추가합니다. (스티로폼이
얇은 경우에는 위쪽 날개의 아래쪽에 대신 붙입니다.)
11. (선택사항) 이쑤시개를 0.6인치(1.5cm) 조각으로 충분히 많이 잘라내 날개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선 위에서 각 날개의 뒤쪽 가장자리에 꽂습니다.
12. 전시용으로 연을 실에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줄을 추가해 무릎을 꿇고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 병사가 잡고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1900년대 라이트 형제의 글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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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Python) 설치하기
파이썬 싸이트에 들어가서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파이썬 싸이트 https://www.python.org/downloads

miniconda 설치하기
https://docs.conda.io/en/latest/miniconda.html 에 들어가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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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yter 설치하기
1. 실행창에서 Anaconda powershell Prompt(Miniconda3)를 실행합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터미널 창이 새로 생깁니다.

교사용_37

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3. 새로 열린 터미널 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conda install jupyter scikit-learn matplotlib

4. 설치가 완료되면 ‘jupyter notebook’를 입력해서 쥬피터를 실행합니다.
jupyter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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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가 다음과 같이 열리면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6. 오른쪽 상단에서 “New”-> “Python3”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새로운 jupyter 문서를 만듭니다.

교사용_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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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관련 읽을거리 4차 산업혁명과 유망 직업군
1. 사물인터넷 전문가
사물과 사물의 대화를 위해 센싱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저장된 정보를 불러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사물인터넷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관련 기술: 무선통신, 프로그램개발 등

2. 인공지능 전문가
인간의 인지·학습·감성 방식을 모방하는 컴퓨터
구현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인공지능, 딥러닝 등

3. 3D프린팅 전문가
3D프린터의 속도와 재료 문제가 해결되면
제조업의 혁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영역(의료·제조·공학·건축·스타트업 등)에서
3D프린팅을 위한 모델링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관련 기술: 3D프린팅
4. 드론 전문가
드론의 적용 분야(농약살포, 재난구조, 산불감시,
드라마·영화 촬영, 기상관측, 항공촬영, 건축물
안전진단, 생활 스포츠 기록 등)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드론
5. 생명 공학자
생명공학이 IT와 NT가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생명정보학,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하여 질병치료 및 인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약·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생명공학, I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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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보호 전문가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확산으로 정보보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보안

7.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다양한 산업과 ICT의
융합 그리고 공유 경제 등의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ICT

8. 로봇 공학자
스마트 공장의 확대를 위해 산업용 로봇이 더
필요하며 인공지능을 적용한 로봇이 교육·판매·엔터
테인먼트·개인 서비스에 더 많이 이용될 것입니다.
관련 기술: 기계공학, 재료공학, 컴퓨터공학 등

9. 빅데이터 전문가
비정형 및 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한 패턴 확인 및
미래 예측에 빅데이터전문가를 금융·의료·공공·제조
등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인공지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도
빅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관련 기술: 무선통신, 프로그램개발 등

10. 가상현실 전문가
가상(증강)현실은 게임·교육·마케팅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 개발·운영
등에서 많은 일자리 생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가상(증강)현실

[출처] 4차 산업혁명과 유망직업 10가지
https://blog.naver.com/dreamgodream/221318503808

교사용_41

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드론의 활용 사례
1. 택시 드론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에서 과천까지 17분 만에 주파(현,
대중교통 122분)하는 드론 택시가 2023년 시범서비스에 들어
간다고 발표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래형 유인 이동체로서
멀티콥터형 비행제어 시스템 PAV(개인용 자율항공기)는 저고도
비행장치교통관리시스템(UTM)과 5G 기반 AR이 적용된 드론 운용
플랫폼 개발이 이루어지면 상용화가 더 빠를 것이다.
2. 소방 드론
화재를 진압하기 힘든 곳에 활용하기 위해 소방 드론이 개발되고
있다. 투척용 소화탄을 가진 드론이 화재 발생지로 출동해 소방
활동을 돕는 것이다. 또한 화재를 감시하거나 화재 현장을
소방대원에게 영상으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소방 드론이
개발되고 있다.
3. 택배 드론
최근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소포와 등기물을 실은 드론을
전라남도 고흥에서

4km가량 떨어져 있는 득량도에 자동

착륙시켰다. 착륙 후 집배원이 드론에서 우편물을 꺼내자 드론은
자동 이륙 후 출발지로 돌아갔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통해 세계 최초로 2.3kg 상품을 배송하였고. 구글도 프로젝트
윙이라는 드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4. 앰뷸런스 드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앰뷸런스 드론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운영중인
닥터헬기를 대체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일부 재인용] 2019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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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용 자료 답안 예시

프롤로그

prologue

하늘을 날기 위한 노력 :
무인 비행체(UAV)에 대한 이해

여러분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요. 땅 위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부러워하고
날기를 갈망한 동물이 사람 외에 또 있었을까? 인간의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비행에 대한 시도는 계속되었다. 특히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성공하기 직전인,
1880년대는 항공역학에 큰 발전이 있었다. 라이트 형제 이전에 비행을 연구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비행의
선구자들과 항공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가끔 영화 속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 등 ‘설마 미래에 저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후 설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제는 가상이나 공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과연 현재의 과학 기술은 어디까지 발달된 것일까? 특히 자율이동 기술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 무인 항공자율이동(UAV) 기술의 발달은 어디서 유래되었고 어떻게
진행될까?

하늘을 날기 위한 노력
하늘을 나는 꿈은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상상과 신화 속에서, 때로는 다빈치의 스케치와 같은 그림 속에서
점점 무르익어 왔다. 사람이 하늘을 비행한 공식적인 첫 기록은 1783년 11월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Montgolfier,
Joseph(1740~1810) and Jacques(1745~1799)) 가 만든 열기구에 두 사람을 태우고 25분간 5마일(약 8
km)을 비행한 것이다. 이렇게 공기보다 가벼운 기구를 이용한 비행은 인류에게 하늘을 날아서 여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고 새로운 발명에 대한 자극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약 100년간 더 나은 비행수단은
나오지 않았다.
1799년에 영국의 조지 케일리(George Cayley, 1773-1857)라는 항공과학자는 하늘을 나는 기계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했다. 그 동안 사람들이 생각해 오던 비행 방식은 새를 모방하는 것이었다. 새는 날개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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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힘(양력)을 발생시키면서 날개를 펄럭임으로써 바람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는 힘(추력)도
발생시킨다. 케일리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이 두 힘을 분리시켜서 고정된 날개의 양력이 비행기의 중력을
감당하고 별도의 추진 장치가 만드는 추력으로 공기의 저항(항력)을 감당하게 한다는 개념을 생각해냈다.
당시의 이런 혁신적인 개념은 현대 항공공학의 이론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후세의 사람들은 케일리를 현대
항공공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케일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영국인 중 윌리엄 헨슨(William Samuel Henson)은 1843년, 증기기관을 단
공중비행장치를 고안해 발표했는데, 케일리의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지만 비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874년에는 펠릭스 드 템플(Felix Du Temple)이라는 프랑스 해군장교가 개발한 비행기를,
1884년에는 알렉산더 모자이스키(Alexander F. Mozhaiski, 1825-1890)라는 러시아인이 헨슨처럼 증기기관을 단
비행기를 각각 개발해 잠깐 동안 이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말 그대로 ‘잠깐’ 떠올랐을 뿐이었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우리는 비행기를 떠올리면 라이트 형제는 1903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비행기를 조종하여 지속적인 비행에
성공하였다. 플라이어 1호(號)로서, 처음 비행은 오빌의 조종으로 12초 동안 36m를 날았고, 2번째 비행은 59초
동안 243.84m를 비행하였다. 1904년 허프먼 프레리에서 45분 동안 비행하였고, 상하 좌우로 조종하는 문제도
해결하였다. 1905년 플라이어 3호는 주회(周回)비행에 여러 차례 성공, 40km를 38분에 비행한 기록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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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빌(Orville) 라이트와 윌버(Wilbur) 라이트

미래의 비행기 모습 상상하기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비행기 모습은 어떤 형상일까요?
그리고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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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열기]

1~2/6차시

언제부터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
비행의 원리 어디까지 알고 있나?

우리가 눈을 뜨면 보게되는 하늘, 그리고 공간(Sky)을 향한 인간의 도전은 언제 부터였을까? 우리가 TV를 틀면
대부분 일상 생활처럼 자동차와 비행기가 배경으로라도 등장합니다. 특히 영화의 장면 중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인간은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

들어가기 1 – 라이트 형제와의 만남
1) 하늘을 나는 방법을 위해 비행의 선구자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2) 라이트 형제가 무엇으로 하늘을 날고 공중에서 조종을 했을까 상상해 봅시다.
3) 비행의 원리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비행선구자들의 실험과 개척정신을 알아보고 글라이딩에 필요한 요건 알아보기
인터넷 검색과 도서관 자료 검색을 통하여 비행 선구자들을 알아봅시다.
비행 선구자들의 실험들을 알아보고, 글라이딩에 필요한 요건을 이해해봅시다!
인간의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비행 에
대한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성공하기 직전인, 1880년대는 항공역학에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 이전에 비행을 연구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음의 세 사람은 1900년까지
비행기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비행 초기의 개척자들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그들의 업적에 대해 짧게 정리해봅시다.

오토 릴리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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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 탐구 과제
◆ 학생들은 1900년 이전의 비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초기 비행사들에 대해 짧은 조사를 하도록 하며,
각자 조사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다.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과학 도서를 통하여 초기 비행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시간, 공간적 제약이 따른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초기 비행사들과
비행시도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 출처: 항공우주연구원 발간 교육자료

1. 이들 초기 비행사들이 동력 비행기 대신 글라이더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비행기에는
엔진이 없었을까요?
▶ 그들이 만든 글라이더 날개는 조장종사와 엔진의 무게를 더한 무게를 감당할 만큼 양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가 없었다.

2. 1900년에 유인 글라이더가 공중에 떠 있었던 거리와 시간 기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약 6미터, 2~3초
② 약 30미터, 5~6초
③ 약 150미터, 8~10초
④ 약 400미터 이상, 12~15초
▶ ④ 약 400미터 이상, 12~15초

3. 그 당시 글라이더가 왜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글라이더를 조종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릴리엔탈은 자신의 무게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글라이더가 날아가는 방향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각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었고, 릴리엔탈은 15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추락했다. 릴리엔탈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그러하였다.

4. 샤누트가 미시간 호(Lake Michigan) 남쪽 연안에 있는 인디애나 듄스(Indiana Dunes)에서 글라이더를
시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그 곳에는 호수에서 글라이더가 비행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또한 이륙할 수 있는
모래언덕과 착륙할 수 있는 부드러운 모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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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시내티에서 데이튼까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1900년에는 신시내티에서 데이튼까지 어떻게
여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80km, 기차를 타고 여행하였다

6. 윌버가 1899년 여름에 왜 커다란 연을 날렸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윌버가 그 일로 무엇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윌버는 공중에서 물체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7. 라이트 형제를 방문하고 신시내티로 돌아왔으므로, 이제 과학협회에 서면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1) 라이트 형제는 날개를 구부려 공중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2) 라이트 형제는 그들의 생각을 시험하기 위해 매우 큰 비행기를 만들었다.
3) 가을에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디에선가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다.

8. 라이트 형제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로 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글라이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형제가 찾고 있는 것은 어떤 유형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나요?
▶ 라이트 형제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키티 호크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거의 일정하고 강한 바람,
미국에서가장 센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륙할 수 있는 사구 모래언덕과 착륙할 수 있는 모래가 있고
추락 시 부딪힐 나무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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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2 – 마음대로 하늘을 날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늘을 날고자했던 인류의 꿈은 비행기의 발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인류는 더 높이, 더
빨리, 더 경제적인 비행기를 만들고자 오랜 세월동안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 비행 조종,
항공기 안정성 및 추진을 통해 항공기 성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항공기의 성능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비행 할 수 있는 비행기의 비행 원리는 무엇일까?

비행기의 회전 방향 이해 하기
비행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할 때 이루어지는 세 가지 회전을 Pitch- Roll -Yaw라 한다.
•Pitch는 앞뒤 수직 평면을 따라 회전하는 것,
•Roll은 측면 수직 평면을 따라 회전 하는 것
•Yaw는 수평면을 따라 회전하는 것
우리가 고개를 움직이는 것을 Pitching, Rolling Yawing로 선을 그어 봅시다.
고개를 상하로 끄덕이는 것 •
고개를 좌우로 기웃 거리는 것 •
고개를 절래절레 흔드는 것 •

• Pitching
• Rolling
• Yawing

◆ 비행기의 세가지 축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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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비행기의 회전 설명을 Pitch- Roll –Yaw로 나타내 보시오.
비행기의 기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엘리베이터
(승강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좌우로 선회시키는 동작으로 에일러론(보조 날개)
으로 제어됩니다.
비행기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으로 러더(방향키)에 의해
제어됩니다.

•피치 (Pitch: 가로축 회전)

•롤 (Roll: 세로축 회전)

•요 (Yaw: 수직축 회전)

비행기에서 3가지 축 회전을 제어하는 기관
1. 엘리베이터(승강키) - 꼬리 부분의 수평 부위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비행기의 Pitch를 제어한다.
2. 에일러론 - 날개 후방모서리의 바깥쪽 표면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비행기의 롤을 제어하고
날개를 기울여 기체가 선회하게 한다.
3. 러더(방향키) - 보통 수직 안정판에 경첩으로 부착되어 있는 부위로 비행기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Yaw에 사용된다.

◆ 자전거 방향 전환시
자동차의 핸들을 돌리면 차량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 핸들만 전환하면 될까?
- 왜, 체중을 방향을 전환하는 쪽으로 이동해야 할까?
-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방향전환과 어떤 관계일까?

배는 키를 사용하여 방향을 합니다. 자전거는 손잡이를
돌리고 체중을 그쪽으로 옮겨 통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육상, 해상 운송 수단은 앞부분을 좌우로 돌려
방향을 통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축에서의 회전
또는 방향전환을 요(Yaw)라고 합니다.

탐구활동
실제 항공기는 롤, 피치, 요 3가지 방향 전환에 의해 움직여진다. 다음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보자.
좌측 항공기의 회전 방향 그림을 보고 항공기에
적용된 다음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Yaw(요): 좌우로 기울이는 원리
RoLL(롤): 좌우로 선회하는 원리
Pitch(피치): 위 아래로 움직이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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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Barany Chair
베어링 장치가 있어 아주 부드럽게 회전하는 의자로 전정계의
시험을 하는 데 사용한다. Barany Chair를 이용한 작업을 통해
전정계가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기능하는지
연구할 수 있다.
이는 우주 비행사들이 마이크로중력 환경에 진입했다가 지구의
정상적인 환경으로 귀환할 때의 적응 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용기 및 민간 항공기 조종사와 지상에서 어지럼증 및
방향감각의 상실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주 임무수행 전문가인 우주비행사가
회전하는 동안 머리의 움직임과 눈의
이동을 기록하는 가속도 센서 및 전극
을착용한 상태에서 Barany Chair에 앉
아 있는 모습(*자료:NASA 웹사이트)


Barany
Chair 의 다른 용도로서 과학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실험 가능한지 간단히 약술해봅시다
▶ 뉴턴의 운동법칙
지원자에게 전기 낙엽 청소기를 건네준다. 코드가 받침대 주위에 너
무 단단히 감기지 않도록 하면서 학생이 청소기의 전원을 켜게 한 다
음, 배기가스가 오른쪽 각도로 배출되게 한다. 의자가 가속되기 시작
한다. 몇 번 회전한 후에는 의자의 속도가 줄어들도록 배기가스 배출
방향을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뉴턴의 제 1운동법칙과
제 3운동법칙을 검증할 수 있다. 의자가 가속되거나 감속되는 속도는
제 2운동법칙이다.

▶ 각 운동량의 보존
지원자에게 작은 바벨을 건네주고 맨 처음 회전을 하는 동안 팔을 쭉
뻗게 한다. 바벨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 회전 속도를 높인다. 바벨이
이전보다 작은 원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
각운동량을 보존하려면 회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바벨을 다시 바깥
쪽으로 뻗으면 회전속도가 느려지지만 각운동량은 계속해서 보존된
다. 이 실험에서는 무언가에 도달하고 있다는 착시를 느끼게 되지만,
무엇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Barany Chair

☞ Barany Chair 대용 가능한 생활 속 의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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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비행착각(Vertigo)
비행 중 조종사가 비행 시 작용하는 여러 가속도로 인한 인체평형기관의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험하는 착각현상이다. 버티고(vertigo)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영어명은 아니다. 대표적인 착시현상은 바다
위를 비행할 때자신과 비행기의 자세를 착각하여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거꾸로 날아가는 현상이다.
하늘이 바다 같고 바다가 하늘같게 보이거나 아니면 같은 고도에서 회전을 하는데 속도를 높이면
비행기가 상승하는 것처럼 속도를 낮추면 비행기가 하강하는 것처럼 느끼는 등의 많은 착각이 일어난다.
특히 해상 초계비행은 육상 비행과는 달리 항공기의 위치를 참고할 수있는 지형지물 등의 참조점이
없는데다 야간 비행 시, 밤하늘의 별빛과 해상의 선박 불빛이 동일하게 보이는 비행착각이 발생하기
쉽다. 고중력 상태에서 수평감각을 잃은 조종사가 바다를 향해 뛰어들기도 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날아가는 데도 수평비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중력가속도에 따라 떨어지기도 한다.
'버티고(Vertigo)'라고 불리는 이 착시현상의대표적인 것이 자신과 비행기의 자세를 착각하여 바다 위를
비행할 때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거꾸로 날아가는 것이다. 여객기나 수송기의 경우 저속인데다 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부조종사가 있어 쉽게 회복하지만, 전투기의 경우 혼자 고속 시계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그치지 않는다.국내에서 10년간 발생한 전투기의 추락 사건 중 5건이 버티고로
발생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1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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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ny Chair통한 비행원리 비행착각 체험
Barany Chair 활용 인간의 감각과 비행원리를 체험해 봅시다.
비행 중 조종사는 인체평형기관의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 비행 시 작용하는 여러 가속도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경험할 수 없는 착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비행착각(Vertigo)'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피험자에게 공간적인 방향 감각 상실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만든 Barany Chair라고
하는 특수회전의자를 이용해 4가지 비행착각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 이는 우리 몸의 반고리관의 생리학을 검증할
수 있는 즐겁고 직접적인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 준비물
•Barany Chair
•눈가리개
•귀마개
☞ 장소는 딱딱한 바닥 보다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장소를
택하고, 실험(체험) 학생을
대상으로 놀리거나 장난 치지
않도록한다

▶ 활동 순서
1.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귀마개를 착용합니다.
2. 머리를 위로 꼿꼿이 들고 의자에 앉은 다음, 엄지손가락 두 개를 위로 향한 상태에서 자신의 허벅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3. 의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동방향이라고 느껴지는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입니다.
4. 만약,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면, 바뀐 운동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입니다.
5. 운동 방향이 느껴지지 않으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가리킵니다.
6. 눈가리개를 벗은 후 벽의 한 곳을 응시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ari.re.kr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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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1. 지원자는 머리를 위로 꼿꼿이 세우고 의자에 앉게 한다.
2. 엄지손가락으로 운동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고, 운동방향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킬 수 있도록 지시한다.
3. 눈가리개와 귀마개로 지원자의 시각과 청각적 정보를 차단한 뒤, 의자가 8~10바퀴를 회전하도록 강하게 민다.
4. 의자를 잡아 의자가 빠르지만 부드럽게 멈출 수 있도록 한다.
5. 몇 분 기다린 후 엄지손가락으로 지원자가 운동 방향을 가리킨 다음, 눈가리개를 벗게 한다.
6. 지원자에게 벽의 한 지점을 응시하게 한다.
▶ 결과분석: 어떤 경험일까요 <요(Yaw)운동과 관련된 착시 경험>
1) 어떤일이 발생하였나요?
지원자는 의자가 회전하고 있는 동안 동일한 방향을 가르킨다 회전을 멈추면 엄지손가락이 반대방향으로
바꿈으로써 반대방향으로 운동하는 느낌을 받는다(*유의사항: 눈을 뜨면 빠르게 측면으로 깜빡거리는 동작을
경험하게 된다).
2)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토의해봅시다
요(Yaw)측 반고리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의자의 회전으로 움직인다 우리 신체에서 속도와 방향을 뇌에게
알려주는 ‘유모세포’는 회전 운동을 멈추어도 이전과 반대방향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뇌에는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진 신호가 전달된다 이러한 반사운동은 뇌에서 신체가 착시 현상을 실제로 이닉한다.

[실험 2]
1. 실험 1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2. 의자를 실험 1과 같이 회전시킨 후 지원자에게 엄지손가락으로 운동 방향을 확인하게 한 후, 의자가 부드럽게
멈추기 전에 다시 의자를 10~15회 회전하도록 한 후, 지원자가 운동방향을 가리키게 한다. 만약 운동이
멈췄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위를 가리키도록 지시한다.
▶ 결과분석: 어떤 경험일까요 <운동 감지 실패를 경험>
1) 어떤일이 발생하였나요?
지원자는 의자가 멈추었음에도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동일한 방향을 가르킨다.
2)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토의해봅시다
반고리관의 림프액이 화전 운동을 따라잡고 반고리관ㅇ의 유모세포의 자극이 멈츄게된다. 뇌는 유모세포의
자극이 없는 것을 의자가 정지 한 것을 반대방향으로 여전히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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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
1. 지원자가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게 한다.
2. 눈에 눈가리개를 쓴 다음, 지원자에게 턱을 가슴까지 내리고 눈을 감도록 지시한다.
3. 턱을 내린 상태에서 의자를 최소 10회 이상 회전시킨 다음, 부드럽게 멈추게 한다.
4. 지원자에게 똑바로 일어서서 눈을 뜨게 한다.

▶ 결과분석: 어떤 경험일까요 <롤(Roll) 운동과 관련된 착시 경험>

1) 어떤일이 발생하였나요?
지원자는 자신이 아래로 구르고 있다고 느끼며 일어 서기 힘들 수도 있다.

2)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토의해봅시다
의자를 멈추어도 지원자는 자신이 아래로 구르고 있다고 느낀다. 이는 의자가 멈츄어도 반고리관이 의자의
회전 운동과 같은 인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회전하는 것 같은 감갇이 강하게 발생한다.

[실험 4]
1. 지원자가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게 한다.
2. 피험자에게 눈을 감고 앞으로 약간 기울인 다음, 한쪽 면으로 크게 머리를 돌리게 한다.
3. 의자를 지원자가 마주보고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 8회 이상 회전시키고 나서 부드럽게 멈춘다.
4. 지원자를 다시 의자에 앉게 한 후 위를 똑바로 향하도록 머리를 들고 눈을 뜨게 한다.

▶ 결과분석: 어떤 경험일까요 <피치(Pitch) 운동과 관련된 착시 경험>

1) 어떤일이 발생하였나요?
지원자는 의자가 멈추었음에도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동일한 방향을 가르킨다.

2)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토의해봅시다
림프관과 반고리관의 착각으로 옆으로 재주를 넘는 것과 같은 감각 착각이 생긴다. 지원자는 인지된 평형
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위치를 재조정한다.

*참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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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라이트형제의 글라이더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
스티로폼 고기 접시(9인치(23cm)×11인치(28cm)), 이쑤시개 30~35개, 글루건, 가위, 칼, 검정
싸인펜, 자, 서류폴더, (선택사항)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군인

1. 그림과 같이 스티로폼 접시의 안쪽에 날개와 승강키 모양을 조심스 럽게
그립니다. 날개와 승강키를 칼이나 가위로 잘라낸다. 손톱 줄 로 잘라낸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하고, 펜 선을 없앱니다.
2. 서류폴더에 날개 템플릿을 대고 날개의 위아래에 검정 마커로 날개 선과
승강키 부분의 위치를 표시하고 날개 선을 연결합니다. (템플릿 끝이
스티로폼의 둥근 모양에 맞게 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템플릿의 점선 부분에 해당하는 아래쪽 날개의 중심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쑤시개를 반으로 잘라 끝 부분을 글루건으로 잘라진 가장자리에 붙여서
아래쪽 날개 반쪽과 연결합니다. 날개 반쪽 사이에0.6인치(1.5cm)의 틈만
남겨놓습니다. (스티로폼이 얇은 경우에는이쑤시개를 날개 아래쪽에 대신
붙입니다.)
4. 이쑤시개를 2인치(5cm) 길이로 자르고 자른 끝을 날카롭게 해서 날개보를
12개 만듭니다.
5. 날개 템플릿에 이쑤시개를 이용해 아래쪽 날개 위쪽 표면과 위쪽 날개의
아래쪽 표면에 날개보 구멍을 표시합니다.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는 아래로
휘어진다는 점에 주의 합니다. 이 그림에서 뒤집어놓은 것이 위쪽 날개입니다.
6. 글루건을 이용하여 이쑤시개를 아래쪽 날개에 표시해 둔 날개보 구멍에
끼웁니다. 이쑤시개를 누를 때 날개가 완전히 뚫리지 않도록하며, 가능한
똑바로 서 있게 합니다.
7. 위쪽 날개와 아래쪽 날개를 뒤집고 날개보의 뒷부분을 위쪽 날개의
아랫부분에 끼우고 글루건으로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위쪽 날개의 앞쪽
날개보를 연결합니다.
8. 승강키 끝의 가장자리에 이쑤시개 2개를 끼워넣고, 글루건으로 제자리에
고정합니다.(스티로폼이 얇은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승강키의 아래쪽에 대신
붙입니다.
9. 글라이더를 뒤집고 조립된 승강키를 아래쪽 날개가 벌어진 부분의 양쪽에
붙입니다.
10. 글라이더를 다시 뒤집고, 이쑤시개를 왼쪽 날개선 중앙에 집어넣은 다음,
이쑤시개의 다른 끝을 위쪽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에 집어넣고 붙입니다.
다른 이쑤시개를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날개선에 추가합니다. (스티로폼이
얇은 경우에는 위쪽 날개의 아래쪽에 대신 붙입니다.)
11. (선택사항) 이쑤시개를 0.6인치(1.5cm) 조각으로 충분히 많이 잘라내 날개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선 위에서 각 날개의 뒤쪽 가장자리에 꽂습니다.
12. 전시용으로 연을 실에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줄을 추가해 무릎을 꿇고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 병사가 잡고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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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기술의 역사
날로 발전하는 항공기술의 미래
1903년 12월, 전 세계에는 채 1분도 날지 못하고 승객은 한 병도 태우지 못하는 비행기가 단 1 대 있었고,
비행기를 타 본 사람은 단 두 사람 있었다. 라이트 형제가 이 때 뿌린 작은 씨앗은 점차 열매를 맺고 번성해 약
100여 년이 흐른 현재, 여객기는 1만6,860대, 화물기는 1,940대에 이르고 있고, 연간 항공기 여객 수는 22억
7천만 명 이상, 항공 화물량은 4,100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2008년 기준)
1947년, 비행기는 음속의 벽을 넘어서 초음속 여객기가 출현했고 2004년, 최대 853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이 완성돼 대형 항공 수송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또한 보잉사에서 개발한
B787은 동급의 항공기에 비해 연료 소모를 20%나 절감시키는 혁신적인 설계를 했다.

에어버스의 A380 모델, 최대 853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여객기이다. 사진 제공: SXC

최근에는 대형 항공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용 항공기가 새로운 기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의 대형 항공기가 공항에서 공항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것인데 반해, 개인용 항공기는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자동차처럼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항공기를 자율 또는 원격으로 조종해 운항시키는 무인항공기 기술 또 다른 새로운
분야이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무인항공기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 향후에는
항공기 자체가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적으로 비행계획에 따라 운항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기술을
개인용 항공기 개념과 결합시키면, 아마도 공상과학 영화에서 공중을 고속도로처럼 질서정연하게 날아다니던
자가용 항공기들의 행렬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고의 감동은 개막식과 폐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오륜기와 보드
타는 영상을 드론으로 하늘에서 표현하는 환상적인 쇼는 지금도 세계적인 관심과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여운과 자부심과 경이로움으로 남아 있다. 평창올림픽에 사용된 드론은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장치를 장착하여
하늘에서 수많은 연출할 수 있었고 이 공연은 놀랍게도 2018대의 드론을 인텔의 조종사 한 명이 컴퓨터 한 대로
조종했다고 한다. 그리고 드론은 사실상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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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드론산업은 IT 최강국인 우리나라 차세대 중요 산업 키워드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창조적
기술은 산업 전반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있다. 다보스포럼은 드론이 자율교통수단의 일종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드론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보의 수집과 가공
그리고 배포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3D 프린팅을 통한 드론 핵심부품 생산에 머물지 않고, 자료 분석 및 활용과 자율비행 그리고
드론 항행 관리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산업의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7).
무인 항공기가 자가용처럼 날아다니는 도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오.

보잉사의 B787 모델, 동급 항공기보다 연료 소모를
20% 절감할 수 있다. 사진제공: 보잉사
https://url.kr/KAfg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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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3/6차시

무인항공이동체(UAV)와 자율주행의 만남: 쿼드콥터 드론

들어가기 1 – 무인항공기술의 발달과 자율주행과의 만남
1) 자율주행과 드론기술의 융합으로인한 미래의 모습이 무엇일지 상상해 봅시다.
2) 드론의 활용 사례를 찾아보고 비행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3) 나만의 드론을 설계하여 완성해 봅시다.
얼마전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누구나 조종 할 수 있는 우주선을 표방하며 전문가각 아닌 일반인이
조종하는 우주선을 발사하여 성공하였다. 우리는 가끔 영화 속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 등 ‘설마 미래에 저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후
설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현재의 과학 기술은 어디까지 발달된 것일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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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에 적용된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무인 이동체(Unmanned Vehicle)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이동체이다,
자율주행차(육상), 드론등 무인항공기(공중), 무인선박 및 수중 로봇 등 무인잠수정(해양) 등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 무인 이동체 (Unmanned Vehicle) 에 필요한 대표적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http://www.krnet.or.kr/board/data/dprogram/2286/H3-2_%EC%A0%95%EC%9A%A9%EC%9A%B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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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 이동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 다음은 5년 전, 무인이동체의 발전상을 만든 동영상입니다. QR 코드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 다음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사고를 기록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QR 코드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 다음은 무인 자율비행을 하는 방제드론 동영상입니다. QR 코드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교사용_61

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1) 영상 속 장면 중 현재 더 발전되고 있는 기술이 있나요?
드론택시, 무인조정 우주선, 완전 자율주행차량 등

2) 2030년 미래의 모습을 예상해 동영상을 만든다면 어떤 기술을 더 넣고 싶은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사람이 신발을 신기만 하면 경로로 자율이동
엘리베에트처럼 누르기만 하면 우리집 거실에서
무인 항공기를 타고 등교
나의 일정을 입력하면 정해진 시간에 장소이동

무인 이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 (*모둠별 토의 후 아이디어 정리)

▶ 최근 자율드론으로 뉴스가 된 사례 3가지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62_교사용

구분

사례 1

제목

서울하늘에 처음 뜬 드론택시, 한강변에서 인천
공항까지 드론 택시 운영 실험(2021년 1월)

내용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위이잉" 하는 소리와 함
께 거대한 드론이 날아올랐다. 가로·세로 5.6m
크기 흰색 몸통에 8쌍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드
론 택시’였다.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이
드론 택시는 중국 업체 ‘이항(Ehang)’사가 만들
었다. 드론택시는 상공 50m를 수직으로 날아오
른 뒤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를 7분간 선회
했다. 국내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가
실제 하늘을 비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사례 2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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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2 – 드론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1) 영상 속에 등장한 다양한 과학기술 외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론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사례 3가지를 찾아 작성해 봅시다.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제목

미세먼지 감시 드론

경찰 드론

윙

내용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확인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 및
증거 수집 등

물건 배송

2)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드론의 날개는 얇지만 선풍기의 날개와 같이 경사져 있습니다. 드론의 날개가
빠르게 회전하면 공기를 밀어내고 공기를 밀어내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른쪽 드론은 날개가 4개인 쿼드콥터
드론으로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는 시계방향으로,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힘을 위로 받습니다. 드론의 운동은 크게 상승과
하강(Throttle), 전진과 후진(Pitch), 우측과 좌측 이동(Roll), 우측 회전과 좌측 회전(Yaw)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날개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다음의 날개의 움직임을 보고 드론의 운동방향을 예측해 봅시다.

날개의
회전 방향

드론의
이동 방향

상승(Throttle)

하강

좌측 이동

우측 회전

전진

우측 이동

후진

좌측 회전

날개의
회전 방향

드론의
이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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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의 프로펠러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

- 자유롭게 추측을 기록하게 한 후 드론 코딩을 통하여 확인
-

드론은 왜 4개의 날개가 일반적으로 사용될까? (*개별 조서 후 모둠별 정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을 회전익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드론 말고 비행기처럼 날개가 달린 드론을 고정익이라고 하는데, 고정익의 경우 회전익 드론에
비해 오랜시간 비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비행을 하기 위해선 비행기처럼 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취미용으로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에게 이런 긴 활주로가 있는 곳을 찾기 힘드므로 대부분 취미용 드론은
회전익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전익 드론은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 트리콥터(3개), 쿼드콥터(4개), 헥사콥터(6개), 옥토콥터(8개)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쿼드콥터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모터가 적게 들어가 경제적이면서, 자세제어가
직관적이라 초보자도 쉽게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트리콥터의 경우 쿼드콥터보다 모터라든지 부품이
적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조종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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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3 – 쿼드콥터 드론 조립하기
1) 드론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 쿼드콥터 드론이 비행하는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3) 비행기가 날기 위해 축회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율비행 쿼드콥터 드론의 원리는 무엇일까?
▶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쿼드 콥터 드론 영상을 시청한 후 (KAIST자율주행 드론) 스스로 장애물을 페해
자율주행하는 쿼드 콥터 드론이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드론이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면서
장애물을 발견하면 장애물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피해나간다.
카메라를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며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장애물을 정밀하게 인식하는
https://youtu.be/ycENWyykfuQ

기술을 사용한다

드론은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 트리콥터(3개), 쿼드콥터(4개), 헥사콥터(6개), 옥토콥터(8개)등이 있으며, 4개의
날개를 이용해 수직 이착륙하면서 비행하는 드론을 쿼드콥터 드론이라고 합니다.
쿼드 콥터 드론이 조종기에 의해 동작시키지 않고, 자율비행을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율비행을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 머신러닝에 의해 학습을 하면서 비행환경을 파악해 동작한 다면 놀라운
드론이 되지 않을까요?
키트론(Kitron)은 실제로 이러한 기능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AI 쿼드콥터 드론을 제작을 하는 활동을 통해
드론을 조립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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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비행 쿼드콥터는 어떻게 제작할까?
AI 자율비행 쿼드콥터는 인공지능을 공중에서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라고 할 수 있다. 드론은
제어부, 구동부, 센서부, 전원부, 몸체 크게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제어부는 드론이 비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며, 구동부는 드론이 동작할 수 있도록 움직이며, 센서부는 드론이 주변 사물을 파악하게 하며, 전원부는
드론이 구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몸체는 드론의 바디로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 드론의 핵심 구성 부품
제어부

센서부

구동부

전원부

기체

▶ 조립 순서
STEP 1. 조립 키트 구성품 준비

1. FC 보드
2. Flow Deck
3. Battery Holder Deck
4. 프로펠러(CW 2EA, CCW 2EA)
5. 배터리(550Ah)
6. 모터(7x20) 4EA
7. 핀헤더 2EA
8. 기체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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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FC에 핀헤더 장착
기체프레임에 FC보드를 장착

STEP 3. 랜딩 기어에 모터 장착1
랜딩 기어에 모터를 장착한다. 장착하기 전에 선이 중앙으로 오게 조립한다.

그림과 같이 선을 꼬아준다

장착 하기 전에 선이
중앙으로 오게 장착.

STEP 4. 랜딩기어에 모터 장착2
아래 표시되어 있는 체결 부분이 잘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잘 장착 되어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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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랜딩기어에 모터 장착3
동일한 방법으로 4개의 기어에 장착한다.

STEP 6. 모터 연결1
모터를 프레임 다리에 한 바퀴 감은 후 모터 커넥터에 연결한다. 모터 커넥터 연결시 핀이 접속이 잘 되도록 꾹
눌러서 연결한다.

그림과 같이 모터를 프레임 다리에
한 바퀴 감은 후 모터커넥터에 연결

모터 커넥터 연결 시
그림을 참고하여 장착

STEP 7. 모터 연결2
동일한 방법으로 모터선 4개를 연결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4개의 모터선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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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핀헤더 장착
동일한 방법으로 랜딩기어 4개를 장착한다.

핀 헤더를 프레임 기준 아래에서 위로 장착하는 형태

STEP 9. 프로펠러 장착
드론의 앞 방향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프로펠러를 조립한다.

STEP 10. Battery Holder Deck 장착
Battery Holder Deck을 그림과 같이 거꾸로 장착하며 이 때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을 생각하여 조립한다.

Battery Holder Deck 을
그림과 같이 거꾸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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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Flow Deck 장착
Flow Deck도 그림과 같이 거꾸로 장착해한다. 방향을 확인 후 조립한다.

STEP 12. 배터리 장착
배터리 커넥터 부분이 FC 뒤로 가도록 조립한다. 배터리가 고정될 수 있도록 적당히 Battery Holder Deck을
눌러 고정해줍니다.

배터리 커넥터 부분이
FC 뒤로 갈 수 있도록 장착

배터리가 고정될 수 있도록
적당히 Battery Holder Deck을 눌러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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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 완성
견고하게 조립된 것을 확인 후 배터리 커넥터를 연결하여 전원을 ON한다. START할 때는 FC 뒷면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배터리 커넥터를 연결하면 전원 ON

▶ 드론을 조립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디인가? 또, ‘이 부품은 이렇게 바꾸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좌측에 간단히 스케치 하고 우측에 그 내용을 기록해보세요
드론의 모터 조립시 잘못 조립하면 회전 방향이
서로 달라서 드론이 상승 하지 못하고 방향 제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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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4/6차시

Python을 활용한 자율드론 체험하기

Python 설치 및 체험하기
사전에 Python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습한다.
1) Python 설치
2) miniconda 설치
3) jupyter 설치

▶ 파이썬 싸이트에 들어가서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파이썬 싸이트 https://www.python.org/downloads

▶ miniconda 설치하기
https://docs.conda.io/en/latest/miniconda.html 에 들어가서 설치합니다.

▶ jupyter 설치하기
1. 실행창에서 Anaconda powershell Prompt(Miniconda3)를 실행합니다.
2. 터미널 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conda install jupyter scikit-learn matplot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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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Install Now를 눌러줍니다. Add Python 3.8 to PATH를 꼭 체크해줍니다.

STEP3. 설치를 진행해 완료하면 시작 메뉴에서 파이썬 설치가 완료된 것이 나타납니다.

STEP4. 시작 메뉴에서 Python 3.8로 들어간 다음 IDLE를 실행하면 창이 나타납니다.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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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File에서 New File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Untitled인Python Script가 실행됩니다.
여기에 코드를 구성할 수 있고 다른 코드를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IDLE이란?
●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 의 약어
● Python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개발하기 위한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 주요 기능
→ Python shell
프로그램을 대화형(interactive)으로 입력, 해석, 수행할 수 있는 colored 사용사 인터페이스
→ Python 프로그램 편집기
Python 프로그램 파일(script file)을 편집,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Debugger
Python 프로그램 오류를 수행 중 탐지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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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turtle 실습
1. IDE 통합개발환경{Integrted Development Environment}
>>> 입력을 기다린다 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자료 Data유형: int(정수형), float(실수형), str(문자형)

2. Turtle 활용 출력문
>>> import turtle as t
>>> print("수업이 재미있다")

3. 반복문으로 ‘수업이 재미있다’10번 출력하기
for x in range(10):
print(“수업이 재미있다”)

4. 사각형 그리기
import turtle as t
t.shape("turtle")
t.forward(50)
t.right(90)
t.forward(50)
t.right(90)
t.forward(50)
t.right(90)
t.forward(50)

5. 반복문으로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안에 원 그리기
for x in range(3):
t.forward(100)
t.left(120)
t.circle(50)

교사용_75

드론(UAV)으로 군집 아트쇼를 해볼까?

6. 도형 그리고 색채우기
import turtle as t
t.shape("turtle")
n=5
t.color("blue")
t.begin_fill()
for x in range(n):
t.forward(100)
t.left(360/n)
t.end_fill()

7.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1)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코딩해봅시다(*>>> 자동 입력이므로 생략 가능)
>>> t.forward(100)
>>> t.left(120)
>>> t.forward(100)
>>> t.left(120)
>>> t.forward(100)
>>> t.left(120)

2) 반복문을 사용하여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import turtle as t
t.shape("turtle")
for x in range(3):
t.forward(100)
t.left(120)

8. 반복문을 사용 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반복문은 한 번의 명령으로 같은 패턴의 동작을 자동으로 반복해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코딩 알고리즘을
간격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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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urtle을 활용하여 그린 도형을 나타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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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제어하는 Python 명령어 및 원격접속 OS 설정
1. 드론 기본 명령문(Python) 실습
• 비행 제어 명령문
• 상승, 하강, 정지, 회전 등 기본 제어문
• 두 대 이상 동시에 연결하여 명령문 실행하기
• 드론 컨트롤 기본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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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 원격접속 OS 환경 설정
(*수업 전에 한대의 드론에 아랫방법으로 초기 인스톨한 후 일괄 퍼블리셔하는 방법으로 일괄 셋팅 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 연결된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드론의 라즈베리파이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pi@raspberrypi:~ $ sudo su
root@raspberrypi:~ $ wpa_passphrase “연결 원하는ssid” “해당password” >> /etc/wpa_supplicant/
wpa_supplicant.conf

▶ 파이썬 개발에 필요한 기본 패키지를 아래 명령어를 순서대로 실행후 설치합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git-core git
sudo apt-get install python-tk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upgrade
sudo apt-get install python-dev
sudo apt-get install python-smbus

▶ 다시, 위 명령어를 이용하여 에디터를 열고 wlan0 항목을 찾은 후, 해당 항목을 아래처럼 변경한 후
저장합니다.
allow-hotplug wlan0
iface wlan0 inet static
address 192.168.0.1
netmask 255.255.255.0
network 192.168.0.0

▶ 서버로 동작할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드론에 무선 포트에 할당된 정적 IP를 가져야 합니다.
독립된 네트워크를 192.168.x.x로 구성하고 서버에 192.168.0.1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wlan0 무선
장치를 사용하겠습니다.
nano /etc/dhcpcd.conf

▶ 위 명령어를 이용하여 에디터를 열고 파일의 마지막 줄에 “denyinterfaces wlan0” 를 삽입한 후 저장합니다.
nano /etc/network/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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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명령어를 이용하여 dhcpcd daemon을 다시 시작한 후 새로운 wlan0을
설정합니다.
sudo service dhcpcd restart
sudo ifdown wlan0
sudo ifup wlan0

3. DHCP 서버 설정(DNSMASQ)
▶ Dnsmasq를 통해 DHC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환경을 사용합니다.
sudo mv /etc/dnsmasq.conf /etc/dnsmasq.conf.orig
sudo nano /etc/dnsmasq.conf

▶ 위 명령어를 통해 기존 설정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설정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입력한 후 파일을 저장합니다.
interface=wlan0 # Use the require wireless interface - usually wlan0 dhcp-range=192.168.0.2,192.1
68.0.20,255.255.255.0,24h
192.168.0.2에서 192.168.0.20 사이의 IP 주소를 24시간 동안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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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으로 조정되는 자율 드론을 어디에 활용 할까?
▶ 모둠별로 자료조사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작성하게 한다.
팀명(드론)

(모둠별로 창의적으로 정하도록한다)

*우측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토의

인공지능 자율비행드론으로
어디에 활용할까?

1. 자율비행드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 이러한 곳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다.

읽기자료 참조(드론의 종류)

- 이러한 곳(기능)에는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드론의 이동성과 자율주행의 기능이 필요한 곳 찾아보기

2.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이 되기위한 조건(*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
생활속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참조하여 제시

구현 가능한 드론의 형식

활용방안

모둠 전체의 의견을 정리

모둠 전체의 의견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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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사진(드론 군집 아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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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코딩 수업

모둠별 미션준비

발표 및 퍼포먼스 평가

군집드론

군집 드론 아트쇼(1)

군집 드론 아트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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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5~6/6차시

쿼드콥터 드론 군집 자율 비행 아트 쇼 퍼포먼스 시연

형형색색의 수많은 드론이 하늘을 수놓으며 다양한 모양을 화려하게 연출합니다.
달나라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는 모습도 연출을 할 수 있고, 사람 모양이나 오륜기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드론은 누가 하나씩 조종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드론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원하는 모양을
그리는 걸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드론을 통한 군집 비행의
원리를 파악하고 프로그래밍함으로써, 나도
드론 군집비행에 성공시켜 보는 경험을 하도록
해봅시다.

들어가기 1 – 군집 비행 프로그래밍
1) 드론 군집 비행원리는?
2) 군집 비행을 위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군집 비행 드론의 원리는 무엇일까?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기술에 성공한 드론 군집비행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 후 물음에 답해 보세요.
https://youtu.be/nE3C4blM5NI

1) 드론이 군집비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2) 군집 비행에서 영상인식과 AI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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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간 통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는 10대의 드론이 공중에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군집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합니다.

이 때 통신을 위해서는 [2.4GHz RF Module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 드리어버 설치 순서
STEP1. 자디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zadig.akeo.ie/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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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2.4GHz RF Module을 PC에 연결한 후 설치한 Driver 프로그램을 실행해 줍니다.

STEP3.
“libusb-win32(v1.2.6.0)”으로 변경 후 Install Driver를 클릭하여 설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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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으로 모션코딩은 어떻게 해야할까?
10개의 드론이 공중에서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율비행을 하면서 동작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모션 기반 프로그래밍 함수를 알고 코드를 짜야 합니다.
• 비행 제어

거리 기반 모션 함수를 위한 파이썬 코딩은 어떤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명령어
▶이륙
▶착륙
▶전진
▶후진
▶상승
▶하강
▶좌회전
▶우회전
▶왼쪽이동
▶오른쪽 이동
▶좌측 360도 회전
▶우측 360도 회전
▶거리만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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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음곽 같이 파이썬 코드를 구성해 봅시다.(샘플 예제 코드는 ㈜드론학교의 깃허브를 참고하세요.
https://github.com/dronehakgyo

코드를 구성해 소스코드를 업로드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초 비행을 수행해 봅시다.
수행단계

동작 미션

STEP1

▶이륙과 착륙

STEP2

▶전진과 후진

STEP3

▶상승과 하강

STEP4

▶좌회전과 우회전

STEP5

▶왼쪽이동과 오른쪽 이동

STEP6

▶좌측 360도 회전과 우측
360도 회전

STEP6

▶거리만큼 이동

실행 결과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통해 키트론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탐구해보고 기본 비행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군집비행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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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2 – 쿼트드론 군집 비행 퍼포먼스 시스템
▶ 시스템 하드웨어 – 실내 군집 비행 드론 시스템

Micro Drone × 10ea

550mAh Li-Po Battery, USB charger × 10ea

PA RF Module × 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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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o positioning Deck × 10ea

Micro 5pin USB × 10ea

Loco positioning Node × 8ea

▶ 공간구성(1) – 실내 군집 비행 드론 시스템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zgUz5USTw6c&feature=emb_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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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성(2) – 실내 군집 비행 드론 시스템

Micro Drone × 10ea

운영 공간 크기 : 6.3m × 2.95m × 2.65m

Loco positioning Node × 8ea

군집 비행 설계
10대의 드론을 3차원 공간상에서 일사분란하게 날리려면 공간좌표하에서 위치를 시간의 흐름속에서 표현해야
한다.
3차원 좌표는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지오지브라 사이트를 통해 공간좌표를 통해 군집비행을
어떻게 할지 설계해 봅시다.
▶지오지브라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eogebra.org/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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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비행 설계
STEP 1. 드론 10대의 초기 위치를 설정

STEP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군집비행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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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비행 기초 프로그래밍
초기 지상에 위치한 10대의 드론을 공중의 일정한 좌표로 동시에 이동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 Change uris and sequences according to your setup
URI1 = 'radio://0/70/2M/E7E7E7E701"f
URI2 = 'radio://0/70/2M/E7E7E7E702"f
URI3 = 'radio://0/70/2M/E7E7E7E703"f
URI4 = 'radio://0/70/2M/E7E7E7E704"f
URI5 = 'radio://0/70/2M/E7E7E7E705"f
URI6 = 'radio://0/70/2M/E7E7E7E706"f
URI7 = 'radio://0/70/2M/E7E7E7E707"f
URI8 = 'radio://0/70/2M/E7E7E7E708"f
URI9 = 'radio://0/70/2M/E7E7E7E709"f
URI10 = 'radio://0/70/2M/E7E7E7E70A'
# x y z time
sequence1 = [ (x0, y0, z0, 3.0), (x0, y0, z, 30.0), (x0, y0, z0, 3.0), ]
sequence2 = [ (x0, y1, z0, 3.0), (x0, y1, z, 30.0), (x0, y1, z0, 3.0), ]
sequence3 = [ (x0, y2, z0, 3.0), (x0, y2, z, 30.0), (x0, y2, z0, 3.0), ]
sequence4 = [ (x0, y3, z0, 3.0), (x0, y3, z, 30.0), (x0, y3, z0, 3.0), ]
sequence5 = [ (x1, y1, z0, 3.0), (x1, y1, z, 30.0), (x1, y1, z0, 3.0), ]
sequence6 = [ (x1, y2, z0, 3.0), (x1, y2, z, 30.0), (x1, y2, z0, 3.0), ]
sequence7 = [ (x2, y0, z0, 3.0), (x2, y0, z, 30.0), (x2, y0, z0, 3.0), ]
sequence8 = [ (x2, y1, z0, 3.0), (x2, y1, z, 30.0), (x2, y1, z0, 3.0), ]
sequence9 = [ (x2, y2, z0, 3.0), (x2, y2, z, 30.0), (x2, y2, z0, 3.0), ]
sequence10 = [ (x2, y3, z0, 3.0), (x2, y3, z, 30.0), (x2, y3, z0, 3.0), ]
샘플 예제 코드는 ㈜드론학교의 깃허브를 참고하세요. https://github.com/dronehakgyo
1) 위 코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2) 코드를 입력해 군집비행이 어떻게 되는지 실행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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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비행 위치 포지셔닝
▶군집비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군집 비행 포지셔닝을 체크 해봅시다.

▶ 우리 팀이 구성한 프로그램을 드론에 업로드해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군집비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 모둠별로 군집비행쇼를 발표한 후 평가해봅시다. 군집쇼 발표 시에는 소품을 이용하고 상황극, 뉴스, UCC
등의 형태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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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3 – 쿼트드론 군집 비행 드론 제어와 아트쇼 설계
▶ 드론에 작용하는 4가지 힘
양력(Lift)
위로 뜨는 힘

추력(Thrust)
앞으로 미는 힘

항력(Drag)
뒤로 끄는 힘

중력(Weight)
지구가 당기는 힘

▶ 드론 제어의 기본 기능 익히기
• 상승, 하강 => 중력(weight) > (or < ) 양력(lift)
• 전진비행=> 추력(thrust) > 항력(drag) : 앞쪽으로 기울면서 전진
• 후진비행=> 추력(thrust) < 항력(drag) : 뒤쪽으로 기울면서 전진
앞쪽으로 기울면서 전진

뒤쪽으로 기울면서 후진

▶ 호버링(hovering):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
• 좌우이동(Aileron or Rooll)
우측으로 기울면서 우측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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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제어 및 군집이동 방안 찾기
• 기본 미션을 참조하여 새로운 미션 프로젝트 완성
• 모둠 별로 최적의 두론 군집 미션 프로젝트를 구현한다.
• 모둠 별로 설계한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안

▶ 드론 군집 이동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하기
• 모둡별로 아트쇼 등 요소를 반영 한 군집이동 알고리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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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발표하기
• 설계한 알고리즘 발표를 통하여 논리적 오류를 찾는다.
미션 해결을 위한 드론 코딩과 제어 방법을 각자 아이디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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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아트 프로젝트를 위한 역할 분담하기
역할명

담당자
학번

이름

역할내용

예)연출

※ 역할은 연출가, 안무가, 프로그래머, 조정가, 촬영가 등

2. 드론 아트 개요

□ 작품제목:
□ 배경음악:
※ 저작권 유의. 저작권 이용범위 확인 여부
□ 소요시간:
□ 드론개수:
□ 드론사양:
□ 컨셉 설명(내용):

□ 코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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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 안무 스토리보드
SN
(씬)

시간
(sec)

1

5"

전체대형

드론1

드론2

비고

이륙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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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장면별 동작 알고리즘
SN
(씬)

시간
(sec)

1

5"

드론1

드론2

상승 →2초간

상승→3초간

멈춤→하강

멈춤→하강

코드 유의사항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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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hon활용 드론 코딩으로 다음의 미션을 수행해 봅시다.
구분

미션1

미션2

상황

드론의 헤드방향 = 오른쪽

드론의 헤드방향 = 왼쪽

드론의
예상 경로
표시

코딩

명령어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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