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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로의 초대
 주제의 이해

 학습 목표

1차시

 생각 열기

 관련 단원

한때 로봇은 소설, 영화에나 등
장하는 덜거덕거리는 장치, 기계
인간, 또는 번쩍이는 눈과 빙빙
돌아가는 기어를 가지고 행진하
는 휘황찬란한 장난감에 불과 했
다. 그러나 로봇은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로봇은 인간화된 기계, 또는 기계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로봇은 자기 자신과 닮은 존재를 창조하고
싶은 인류의 욕망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컴퓨터 기술과 공학
의 놀랄만한 진보를 통해 인간의 오랜 야망이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다.
이번 학습에서는 로봇의 발달과 인간 사회, 로봇의 구조와 종
류, 유니버셜 디자인을 활용한 로봇 설계하기, 로봇과 관련된 직
업세계 탐색을 주제로 인간과 공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존할 로
봇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 목표

 주제의 이해
 생각 열기
þ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관련 단원

þ

로봇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þ

로봇의 구성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þ

유니버셜 로봇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다.

þ

제조용로봇과 관련된 직업세계를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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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의 이해

 학습 목표

 생각 열기

 관련 단원

출처 :
http://blog.naver.com/jhoony71?Redirect=Log&logNo=80
175008195

디자이너 『챈 웬 지에(Chan Wen Jie)』이 개발한 Convertible
User-friendly Staircase. 이 계단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일까?

 주제의 이해

2007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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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생각 열기

 관련 단원

과학 1 「분자의 운동」
기술∙가정 1 「기술의 발달과 미래 사회」
기술∙가정 2 「제조기술」
도덕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도덕 2 「과학과 도덕」
미술 「주제 표현」
과학 「과학과 인류 문명」
과학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기술∙가정 「제조 기술과 자동화」
도덕 「과학기술과 도덕」
도덕 「우리·타인과의 관계」
미술 「주제 표현」, 「표현 방법」

1차시

문제 상황

S □
TE □
A
□

유니버셜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유니버셜 디자인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 내기 위해 연구소 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셜 디자
인(로봇부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디자인 팀의 김하나 연구원은
큰 상금이 걸려있는 이번 공모전에서 꼭 1등을 하고자 마음을 먹
었다.
유니버셜 디자인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어 로봇을 활용한 유니버
셜 디자인을 해보자.

I-foot :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로봇
http://hanulsoblog.com/50048456789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
맞벌이 하는 부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로봇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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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도전 과제

S □
TE □
A
□

우리 주변에는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한다. 연
령,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
이와 관계없이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
의 구현을 의미한다.
로봇에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로봇을 이
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니버셜 로봇 디자인 연구소에서 누구나 공
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디자인 해 보자.

<유니버셜 디자인 로봇을 설계하기 위한 단계>
¤ 1단계
1) 주위를 둘러보자.
2)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관찰하자.
3)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자.
- 일상에서 불편한 요소를 찾아 문제점을 발견한다.
¤ 2단계
유니버셜 디자인의 조건에 만족한 디자인을 구상하고 아이디어
스케치 한다. 기능성과 심미성까지 고려한다.
¤ 3단계
스케치를 하여 형태를 그린다.
¤ 4단계
정교한 선으로 구체화하고 물감, 색연필, 싸인펜, 마커 등을 사
용하여 채색한다.
¤ 5단계
완성된 유니버셜 로봇 디자인을 소개하는 UCC 영상을 만들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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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S □
TE □
A
□

모둠 만들기

1) 모둠명 정하기

2) 모둠 과제 확인하기

3) 모둠 조직 및 역할 정하기

학번

이름

역

할

모둠원1
모둠원2
모둠원3
모둠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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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2차시

로봇과 유니버셜 디자인의 만남

2-5차시
S □
TE □
A
□

동영상 ‘UD 로의 여행’을 보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http://www.jnettv.co.kr/program_sub_view.php?cd=prog03&pno=604&page

▶ 유니버셜 디자인이 왜 필요할까?

▶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적고, 발표해 보자.

<탐구 과제> 내가 있는 건물, 건물 밖 등 우리 주변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예를 찾아보자.
①
②
③

8

▶ 로봇 + 유니버셜 디자인 ➡ 로봇을 활용한 유니버셜 디자인
을 살펴보자.

일본 도요타 자동차(영상:‘UD로의 여행’일부)
http://www.jnettv.co.kr/program_sub_view.php?cd=prog03&p
no=60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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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셜 디자인의 조건
1) 공평성 :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을 느끼지 않고 공평
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예: 센서로 열리는 자동문)
2) 사용상의 융통성 : 다양한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예: 양손 사용 가능한 가위)
3)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 지역, 학력, 습관 등 이용자의 경험이
나 지식, 언어 등에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알 수 있게
간결해야 한다.(예: 그림으로 된 의약품 사용설명서)
4)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 사용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자의 감
각적 능력과 상관없이 시각, 청각 등 복수의 전달 수단을 통해
정보입수가 가능해야 한다.(예: 촉각이나 시각에 의한 자동온도
조절장치)
5) 오류에 대한 포용력 : 사고를 방지하고, 잘못된 명령에도 원래
상태로 쉽게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예: 칼질 시 손 보호 캡)
6) 이용 시의 효율성 : 무의미한 반복동작이나,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런 자세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예: 조작이 간단
한 레버식 손잡이)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 누구라도 다가가기 쉬운 공
간과 크기가 확보 될 수 있어야 한다.(예: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사용한 건물 출입구)
<탐구 과제> 로봇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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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도슨트 로봇과 유니버셜 디자인

TE □
A
□

같은 반 친구 민재는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쳐
3달 동안 깁스를 하게 되
었다. 미술 방학 숙제인
미술 감상문을 작성하기
위해 시립미술관의 ‘앤디
워홀’ 전시를 관람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다리를 다
친 민재는 미술관 관람이
좀처럼 쉽지 않았다. 도슨
트의 설명을 듣기위해 사
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 점점 많아졌고, 목발을 짚
2011011102011557731007
고 걸어야 했기 때문에

도슨트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감상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전
시안내 로봇(도슨트 로봇)을 이용하였는데, 로봇 또한 일정한 동
선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설명을 하였다. 이 때, 나는 다리를 다친
민재가 로봇 몸체에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다면 민재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 노약자, 어린아이
들도 불편함 없이 로봇의 설명을 들으며 미술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
람들이 불편함 없이 도슨트 로봇(전시 안내 및 작품설명)의 안내
를 받으며 미술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으
로 재탄생 시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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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도슨트 로봇을 설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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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로봇! 넌 어디서 왔니?

S □
TE
□

로봇이라는 단어는 ‘일한다’, ‘노예’라는 의미를 갖는 체코어
'robota'에서 유래했다.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현재의 체코와 슬
로바키아)의 작가 카렐 차펙의 희곡<로숨의 유니버셜 로봇>에 로
봇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
인가?
아래의 마인드맵에 로봇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마인드맵에 적은 로봇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억하며, 로봇이
어떻게 발달하였는지 그 발달과정을 찾아 로봇 연대표를 만들어보
자.

13

3차시

로봇은 어떻게 발달하였을까?

S □
TE
□

국어사전에서의 로봇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로봇
명사
1. <기계>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
는 기계 장치. [비슷한 말] 인조인간.
2. <기계>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
3. 남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20년 로봇이란 말이 생겼지만 인간은 훨씬 그 이전부터 사람
을 대신하여 동작·조작하는 도구·장치를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가지
고 있었다.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의 헤론은 신전 제단 앞에서 타
고 있는 불길을 보고 신전 문의 자동개폐장치를 고안하였고, 동전
을 던지면 ＜성수＞가 나오는 자동장치를 발명하였다.
18세기 프랑스의 J. 보캉송은 물오리의 기능을 그대로 가진 장치
의 재현을 시도하여 오리모습뿐만 아니라 물차기, 먹는 것, 울음소
리, 배설까지 하는 인공물오리를 제작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기술
자와 발명가들이 글씨 쓰는 인형, 그림 그리는 인형, 나팔 부는 인
형 등을 만들었다. 자동인형이나 장치 등은 기술자의 놀이로서 만
들어졌는데, 장식용 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도구로서는 효과
적이었으나 생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업용 장치는 아니었
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인형·장치를 고안하고 제작한 사람들이 그
것만을 업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보캉송은 무늬직을 만드
는 직기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그 직기를 제작하는 데 자동인형의
제작기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분명치 않다.
20세기에는 자동인형은 과학·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보다 정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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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오늘날의 로봇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만 기계기술과 전기
기술을 조합하여 이용하게 되었다. 1927년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사 웬즐리가 설계한 ＜텔레박
스＞란 로봇이 출품되었다. 금속제의 네모진 인형으로 이동은 뜻
대로 안되었으나 인형 내부에는 송신·수신 장치가 설치되어 걸려
오는 전화에 대하여 일정한 응답이 가능한 것이었다.
1934년에 샌프란시스코·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서 웨스팅
하우스사는 걷고, 말하고, 윙크하며 색깔을 식별하는 ＜윌리＞라는
로봇을 출품하였다. 이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을 재현시키
려 한 것이었으나, 그 동작에는 한계가 있어 실용화 단계에는 미
치지 못하였다.
문학에서의 로봇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가장 오랜 로봇은 그리스신화 속의 청동거
인(靑銅巨人) 탈로스이다. 이것은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으며, 크
레타왕 미노스의 명령으로 크레타섬을 순회하며 감시하였다. 16세
기에 프라하의 유대인 게토가 만들어낸 전설에는, 유대교의 랍비
의 주문으로 생명을 얻어 움직이는 거인 고렘이 등장한다. 독일작
가 E.T.A. 호프만은 발레 《코펠리아》의 소재가 되는 작품 《모
래 사나이(1817)》에서 아름다운 인조인간 무용수를 등장시켰다.
영국 여류작가 셸리부인은 《프랑켄슈타인(1818)》에서 인간과
동물의 사체 각 부분을 합성하여 만든 육체를 가지며, 번갯불로
생명이 부여되는 괴물을 창조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빌리에 드 릴
라당이 《미래의 이브(1886)》에서 세계의 발명왕 에디슨에게 금
속제 로봇 미녀 아다리를 만들게 하였다. 아다리는 내부구조까지
상세하게 설명된 기계장치 로봇으로 가장 초기의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보다 먼저 염가판 주간지 《타임 노벨》에서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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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의 작품 《대초원의 증기인간(1868)》이 출판되어 호평을
받았다. 이것은 증기기관을 몸속에 조합한 로봇이 대초원을 횡단
하며 인디언과 싸우는 내용의 소년모험소설이었다. 이 소설의 성
공에 자극을 받은 다른 회사에서는 ＜발명가 플랭크리트와 증기인
간＞을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다.
오늘날의 로봇의 바탕
오늘날의 로봇은 컴퓨터와 제어공학의 발달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컴퓨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고사포의 명중 정도를 높
이기 위해 많이 연구되었으며, 제어기술은 레이더와 원자폭탄이
개발되는 가운데 보다 고도로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소
위 피드백을 포함한 시스템의 행동 또는 반응·반사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사이버네틱스도 등장하였다. 또한 대전 중의 무선통신기
술 등의 발달과 더불어 진공관 성능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
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로봇공학의 바탕을 만들었다. 그
러나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단계에서는 오늘날의 로봇탄생이 무
리였다.
오늘날의 로봇에는 하나의 작업을 되풀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작업 사이클의 프로그램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까지 요구된
다. 즉 로봇마다 컴퓨터를 장치해서 각각의 로봇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로봇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컴퓨터이며,
컴퓨터의 기술수준은 로봇기술에 큰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이유
로 진공관 컴퓨터 수준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로봇은 실현 불가능
한 것이었다. 진공관의 약점을 극복하는 첫 단계로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가 등장하였다.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의 기능을 모두 대체
할 수 있으며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공관에 비하여 아
주 작게 소형화할 수 있어 컴퓨터는 급속히 소형화되고 신뢰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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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는 집적회로(IC)가 개발되었고, 집적회로 1개가 트랜
지스터 수십 개의 기능을 하였다. 이에 의해 소형화가 되어가는
한편 접촉 불량이란 마이너스 요인도 없어져 더욱 신뢰성이 높아
졌다. 가격도 안정되고 소비전력도 진공관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
다. 또한 칩의 집적도가 더욱 높아지고, LSI·VLSI가 출현함에 따
라, 컴퓨터 연산속도는 향상되고 소형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발달이 로봇발달을 촉진하여 인간의 오감(五感；시각·
청각·촉각·후각·미각)에 상응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 즉 센서가 로
봇기술의 새로운 과제로서 대두되었다.
로봇의 발달사를 아래의 표에 정리하여 보자.
시대

로봇의 발달

신화 속의 로봇

자동기계시대

산업용로봇시대

서비스로봇시대

지능형로봇시대

미래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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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로봇 연대표 만들기

S □
TE □
A
□

로봇의 발달사 부분을 참고하여 로봇 연대표를 만들어 보자.
- 준비물 : 컴퓨터, 프린터, 하드보드지, 유성매직 또는 사인펜,
자, 가위, 풀
- 탐구 과정
1. 하드보드지에 연대표의 기준이 될 타임 라인을 그린다.

2. 타임라인에 자신이 기록할 로봇의 탄생 연도를 기록한다.
3. 로봇들의 탄생 연도 글자의 위 또는 아래쪽에 자신이 기록
하고자하는 로봇의 사진자료 혹은 이미지를 찾아 붙인다.
4. 각각의 로봇에 대하여 이름, 특성 등을 설명한다.
- 탐구 유의 사항
․ 로봇 사진을 출력하여 오려 붙일 때 가위의 사용으로 다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되도록 사진자료가 있는 로봇을 연대표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
고, 사진자료가 없는 경우 상상하여 간단하게 스케치로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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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을 수 있도록 한다.
․ 로봇을 연대표에 추가할 때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하여 타임라
인 위쪽과 아래쪽의 로봇의 종류가 구분되도록 한다.(예. 위쪽
문학에서의 로봇, 아래쪽 제조용 로봇)
․ 로봇을 과거에서 현재, 미래 순으로 배치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로봇도 표현하여 본다.

4차시

로봇 연대표 발표하기

S □
TE □
M
□

평가 기준을 기초로 하여 토너먼트식 연대표 평가를 실시한다.
- 로봇 연대표 토너먼트 1단계 : 서로의 짝과 비교하여 우수한 연대표를 선정한다.
2단계 : 자신의 바로 앞 또는 뒷줄에서 선정한 우수 연대표와 비
교하여 우수한 연대표를 선정한다.
3단계 : 분단 내에서 가장 우수한 연대표를 선정한다.
4단계 : 바로 옆 분단의 우수 연대표와 비교하여 우수 연대표를
선정한다.
5단계 : 현재 선정된 두 개의 우수 연대표(예. 1~2분단, 3~4분
단 우수작)를 비교하여 학급 내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연대표를 최우수 연대표로 선정한다.

최우수 연대표는 누구의 작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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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로봇은 어떻게 구성될까?

S □
TE
□

로봇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것은 컴퓨터의 개발 덕분이다. 컴
퓨터가 등장해 로봇 시스템을 제어하게 되면서 다양한 로봇이 나
오게 되었다. 초기 1세대 로봇은 공장의 일을 위해 설계되었다. 사
람이 직접 하기에는 위험하거나 불편한 작업이 로봇에게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종류의 로봇은 가장 단순한 형태
지만 지금도 많은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2세대 로봇은 다양하고 민감한 센서를 갖고 있어 조금 더 복잡
한 일을 수행할 수 있고, 환경을 감지하고, 환경 변화에 반응한다.
3세대 로봇은 어느 정도 지각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이는 상황을
분별해 환경에 적응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람만큼 자율
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하고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서대
로 움직인다.
4세대 로봇은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사람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로봇이다.
이처럼 로봇의 발달은 로봇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가 이루어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로봇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23페이지의 문제해결정보를 참고하여 빈칸을 완성하여 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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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가위, 바위, 보 로봇팔 만들기

S □
TE
□

가위, 바위, 보 로봇팔 만들기
우리가 만들어온 로봇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로봇팔
을 많이 만들어 보았을 것이다.
만약 로봇팔을 처음 접하는 경
우라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봇팔 또는 그와 유사한 원리
로 간단한 로봇팔을 먼저 만들
어 보는 것이 이번 탐구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http://inv21.net/program2/p170.htm

로봇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하여 실제 로봇의 작동원리로 사
용되고 있는 공압식 로봇팔의 응용품인 가위, 바위, 보 로봇팔을
만들어보자.
- 준비물 : 우드락, 고무호스(기포발생기용, 40mm), 철사, 대
나무꼬지(35mm), 주사기, 칼, 송곳, 핫멜트
- 탐구 과정
1. 우드락에 로봇팔 도안을 참고하여 집게 부분을 그리고 오
려낸다.
2. 대나무꼬지를 잘라 결합 시 사용한다.
3. 고무호스를 사용하여 집게 사이의 간격을 맞춰준다.
4. 송곳에 철사를 감는 방식으로 철사에 링을 만들어 로봇팔
기둥에 연결한다.
5. 주사기를 연결한다.
6. 주사기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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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유의 사항
․ 로봇팔 도안을 우드락에 붙여 오려낼 때 칼 또는 가위의 사용
으로 다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기본적인 로봇팔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한 형태의
가위, 바위 보 로봇팔을 제작한다.

5차시

로봇 가위, 바위, 보 대회

S □
TE □
M
□

선생님과 함께 가위, 바위, 보 대회에 참여해보자.
- 로봇 가위, 바위, 보 1단계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로봇팔을 선생님을 향해 들어올린
다.
2단계 : 선생님 1명 : 학생 전체로 가위, 바위, 보 게임을 시작한
다.
3단계 : 게임에서 진 학생은 로봇팔을 내리고 자리에 앉는다.
4단계 : 학생이 3명이 남을 때 까지 계속 반복한다.
5단계 : 학생 3명이 남게 되면 앞으로 나와서 3명이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한다.
6단계 : 우승자를 선정한다.
로봇 가위, 바위, 보에서 우승한 사람은 누구인가?(

)

로봇 가위, 바위, 보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로봇팔을 어떻게 만드
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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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정보

로봇의 구성

로봇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로봇은 대개 인간의 신
체 구조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인간이 움직이기 위해서 두뇌에서
손, 발 다리로 신호를 보내듯 로봇 역시 움직이기 위해서 컴퓨터
가 신호를 보낸다. 로봇시스템은 눈과 같은 센서로 물체를 감지하
고 물체의 위치를 계산하여 로봇 팔을 움직인다. 이는 크게 감지,
연산, 실행의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용어로 로봇의 구성을 세 부
분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센서, 제어기,
구동기가 된다. 구동기란 로봇을 움직
이도록 해주는 힘의 근원이다. 센서는
로봇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약 로봇이 움직
이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야 하는
데 어떻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센서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제어기란 로봇을 잘 움직이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다. 로봇이 미
친 듯이 막 움직인다면 매우 위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어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봇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인간의 뇌는 제어기에 해당되고, 눈은 센서, 그리고 팔의 움
직임은 구동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제어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로봇이 따라야 하는 명
령이 코딩되어 있는 것이다. 조작부는 로봇의 기계적 시스템으로
서 인간의 팔이나 몸에 해당된다. 말단 장비는 손에 해당되며, 집
게 모양이거나 페인트 스프레이 노즐 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하
다. 전원 공급 장치는 로봇의 전원을 제공한다.
로봇은 에너지를 전달받아야 움직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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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것은 전기 모터이다. 모터의
회전에 따라 로봇은 수백 단계의 각
도로 움직이게 된다. 모터의 축이 회
전하는 정도는 컴퓨터에 의해 결정
되며,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는
기어가 사용된다.
로봇 팔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야 할 때는 공압, 유압 등을 사용한
다. 공압, 유압 시스템은 실린더와 피
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나 유체
를 누르게 되면 실린더 안의 공기나
유체가 실린더의 다른 쪽 끝에 있는
피스톤을 밀어 내고, 이 피스통의 이
동이 로봇 팔을 앞뒤로 움직이게 한

http://ggholic.tistory.com/1852

다. 피스톤을 열고 닫는 밸브도 물론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 로
봇의 행동을 제어하는 로봇 프로그램은 매우 복잡하다. 로봇의 기
본적인 움직임은 세세하게 분류되어 각각 프로그래밍 된다. 프로
그램어가 하는 일은 로봇 팔이
얼마나 회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
d=960442&mobile&categoryId=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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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 해결
6차시

유니버셜 로봇 디자인 공모전

6-8차시
A
□

프랑스 디자이너 Gwenole Gasnier가 디자인한 세면대이다. 아
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출처 : http://www.gwenolegasnier.fr/designindustriel/lavabos/

▶ 세면대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 위와 같이 세면대 디자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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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cafe.naver.com/kudlab

공중화장실에 가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용 칸이 따로 마련
되어 있다. 조금 더 넓은 공간과 손잡이, 비상호출버튼 등 모두 사
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세면대도 노
인, 어린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어느 누구나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한다. 연령, 성별, 국적(언어), 장
애의 유무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공평
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을 의미
한다.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순간순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장애
까지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은 단순히 ‘노약자’와 ‘장
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발상의 확대로 모든 사람
들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할 수 있다.
유니버셜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유니버셜 디자인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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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해 내기 위해 연구소 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셜 디자
인(로봇부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디자인 팀의 김하나 연구원은
큰 상금이 걸려있는 이번 공모전에서 꼭 1등을 하고자 마음을 먹
었다.
유니버셜 디자인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어 로봇을 활용한 유니버
셜 디자인을 해보자.

7차시

유니버셜 로봇 디자인 설계하기

S □
TE □
A
□

▶ 유니버셜 디자인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어 로봇을 활용한 유니
버셜 디자인을 해보자.
1) 주위를 둘러보자.
2)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관찰하자.
1단계

3)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자.
- 일상에서 불편한 요소를 찾아 문제점을 발견한
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조건에 만족한 디자인을 구상

2단계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 한다. 기능성과 심미성까지
고려한다.

3단계

4단계

5단계

스케치를 하여 형태를 그린다.

정교한 선으로 구체화하고 물감, 색연필, 싸인
펜, 마커 등을 사용하여 채색한다.

완성된 유니버셜 로봇 디자인을 소개하는 UCC
영상을 만들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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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정보

28

친구들의 유니버셜 로봇 디자인

구상 및 아이디어 스케치

29

형태 구체화 및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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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유니버셜 로봇 디자인 UCC만들기

S □
TE □
A
□

▶ 내가 디자인한 유니버셜 로봇디자인을 소개하는 동영상 UCC를
만들어 발표해 보자.
동영상 제작 방법
1. UCC 내용 작성하기 : UCC에 들어갈 내용과 분량을 결정한
다.
일상의 불편한 요소, 제작 동기, 아이디어 스케치, 디자인의 특
징, 형태 등 구성할 내용을 글로 간단히 작성한다. 분량은 5분
내외로 한다.

2. UCC 내용 촬영하기 : UCC를 제작할 준비가 끝나면 내용을
촬영한다.
아이디어 스케치, 완성된 디자인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다.
동영상 촬영에는 보통 디지털 캠코더를 사용하지만,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3. UCC 편집하여 완성하기 : 촬영이 끝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컴퓨터에 전송하여,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한
다.
윈도우에는 ‘무비 메이커’라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설
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도
있다. 편집할 때는 불필요한 장면을 잘라 내거나 동영상을 이어
붙여 원하는 장면만 나오도록 편집하고, 여기에 자막이나 배경음
악 등을 삽입하여 좀 더 참신하고 효과적으로 만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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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내용 구상하기
장면1

장면2

장면3

장면4

장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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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및 성찰
9차시

9차시

유니버셜 로봇 디자인 UCC평가

S □
TE □
A
□

▶ 발표 후 서로의 디자인에 대해 ALU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해보
자.
친구
이름

A(장점)

L(단점)

U(독특한 특징)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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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디자인한 유니버셜 로봇디자인에 대해 ALU기법을 활용하
여 평가해보자.
로봇 이름

장점

단점

독특한 특징

느낀 점
▶ Yes or No!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유
니
버
셜
디
자
인

다양한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자의 경험이나 지식, 언어 등에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알 수 있게 간결한가?
정보 구조가 간단하고 촉각, 시각, 청각 등 복
수의 전달 수단을 통해 정보입수가 가능한가?

의

사고를 방지하고, 잘못된 명령에도 원래 상태
로 쉽게 복귀할 수 있는가?

조

무의미한 반복동작이나,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런 자세로 사용할 수 있는가?

건

누구라도 다가가기 쉬운 공간과 크기가 확보
되는가?
심
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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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색이 조화롭고 아름가운가?

9차시

최우수 유니버셜 로봇 디자인은?

S □
TE □
A
□

▶ 유니버셜 디자인 연구소에서 공모한 디자인 중 가장 우수한 로
봇 디자인을 뽑아 보고 그 이유를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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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도 로봇 공학자가 될 거야!

10차시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제조용 로봇

흔히 로봇이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태권V
와 마징가제트 등을 떠올릴지 모른다. 아직 로봇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로봇 청
소기가 대중화되면서 서비스 로봇이 삶 속으로 파고
들고 있지만, 여전히 로봇 대부분은 산업용 로봇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V뉴스 화면에서 가끔 자
동차를 조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동차 조립 라
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기계팔 등이 바로 산업용
로봇이다. 사람 손으로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제조용 로봇 제작 전문가와의

<*자료 : 한국로봇산업협회>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제조용 로봇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Q : 제조용 로봇이 뭔가요?
A : 1920년 체코의 작가 차페크의 희곡 에서 제조용 로봇 개념이 처음 등장했
습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는 체코어 로보타의 어원으로 `강제적인, 의무적인 노
동`을 의미합니다. 이 후 아시모프가 로봇에 관한 책 `I, Robot`을 출간하면서
로봇이라는 단어를 널리 알렸습니다. 현대에서는 자동 제어로 조작 또는 이동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계를 제조용 로봇이라고 정의합니다.

Q : 제조용 로봇은 언제부터 제작됐나요?
A : 초기 제조용 로봇은 1963년 스웨덴의 카우펠드트사가 프로그래머블 매니
퓰레이터 (Programmable manipulator)를 제작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3년 후에
는 노르웨이 트랄파사가 세계 최초로 도장 전용 로봇을 제작했습니다. 1973년
에는 스웨덴 ASEA사가 세계 최초로 서보모터 구동 수직다관절 로봇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용했습니다.

Q : 우리나라가 제조용 로봇을 개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A : 우리나라에 로봇이 도입된 시점은 1980년대 입니다. 당시 우리 기업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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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고 제조용 로봇을 제조업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 10여개 기업이 스카라, 수직다관절 로봇 등
을 국산화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건설·의료·원자력·가스·전력 등
여러 분야로 제조용 로봇이 활용됐습니다.

Q : 향후 제조용 로봇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노력해야 할 점은 뭘
까요?
A : 제조용 로봇은 전자와 기계 산업이 수평 또는 수직으로 상호 연계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용 로봇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
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
트웨어(SW)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 양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Q : 제조용 로봇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A : 제업 방법에 따라 시퀀스 로봇, 궤도 로봇, 적응 로봇, 원격 조정 로봇 등
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최근 적용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로봇에 대한 새로운
분류가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나라마다 다
른 제조용 로봇 분류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 제
조업용 로봇(산업용 로봇) △중소기업 중심 개인용 로봇 △출연연구소·대학·
조합·협회 중심으로 휴머노이드와 극한작업용 로봇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Q : 제조용 로봇이 국가 산업에 왜 중요합니까?
A : 제조용 로봇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지식 집약적인 제조용 로봇을 육성하기 적합한 거죠. 우리나
라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막대한 제조용 로봇
수요 시장을 이미 보유한 셈입니다.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새로운 발상이 가
미된다면 제조용 로봇은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 성장 동력이 될 가능
성이 큽니다.
<2012.08.25., ETNEWS>

이렇게 제조용 로봇과 관련된 직업의 하나로 자동화설비 연구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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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설비 연구원
전기·전자·기계장치 등을 제어하는 목적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
되는 설비를 개발한다. 각종 자료수집 및 실사를 거쳐 자동화설
비 개발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생산 공정(Process),
하드웨어(Hardware), 구동부(Actuator), 센서(Sensor), 소프트웨
어(Software) 등 자동화설비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제품설계에
반영한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설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품
된 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관련부서의
기술자들과 연구·개발설계에 관하여 협의한다.
- 아래의 항목에 따라 자동화설비 연구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
자.
þ 왜 이 직업을 선택하였는지?

þ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þ 앞으로의 전망은?

þ 같은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þ 같은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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