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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봇과 함께하는 자석 놀이하기
I. 주제 개관
이 프로그램은 로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장난감 놀이를 통하여 로
봇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로봇의 성장은 인
간의 지능을 따라가기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로봇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로봇의 구조, 기능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3~4학년 프로그램에서는 로봇이 움직일 때 어떤 특징을 지녀야 하는지
종이를 활용한 로봇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관절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Ⅱ. 주제 학습 목표
영역
융합 지식 활용
(문제이해)
창의적 사고력
(해결방안탐색)
문제해결능력
(과정 지식)
수행능력
(기능)
감성적 태도
(몰입)

학습 목표
문제와 관련된 융합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인간과 비교하여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종이와 자석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시각화(설계도),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
다.
도구나 공구의 안전사항을 지키며 제작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소재로 로봇의 움직임의 원리를 이용한 페이
봇을 구상하고 제작할 수 있다.
동기를 가지고 과제를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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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교육과정
1. 교육과정 연계표
과목

과학

현 교육과정
· 학년 : 3학년
· (1) 자석의 성질
(가) 자석끼리는 서로 끌어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
함을 안다.
· 학년 : 5학년
· (6) 우리의 몸
(가) 근육과 뼈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미술

· 학년 : 3, 4학년
(나) 표현
1) 주제 표현
② 자유로운 발상으로 느낌
과 생각을 나타내기
2) 표현 방법
② 재료와 용구에 따른 표
현방법을 탐색하여 나타
내기
3) 조형 요소와 원리
②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나타내기
4) 표현 과정
① 표현 계획을 세워 나타
내기
② 표현에서 유의점 등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다) 감상
1) 미술 문화
② 일상 공간이나 전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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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개정교육과정
· 학년 군 : 3~4학년
· 3-4학년군 : 자석의 이용
(다)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놀이 기구를 만들 수 있다.
· 학년 군 : 5~6학년
· 5-6학년군 : 우리 몸의 구조
와 기능
(나) 모형을 통하여 뼈와 근
육을 관찰하고, 뼈와 근육의
관계와 기능을 이해한다.
· 학년 군 : 3~4학년
<표현>
① 주제 표현
㉮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다양
한 주제를 탐색하기
㉯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② 표현 방법
㉮ 기본적인 재료와 용구의 사
용방법을 익히기
㉯ 재료와 용구에 따른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③ 조형 요소와 원리
㉯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
여 자유롭게 표현하기
<감상>
② 미술 비평
㉯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설명하기

과목

수학

현 교육과정
서 여러 가지 작품을 감
상하기
· 학년 : 3학년
(나) 측정
 시각과 시간
② 1시간은 60분임을 알고,
시간을 ‘몇 시 몇 분’으로
말할 수 있다.
 길이
③ 여러 가지 물건의 길이를
어림하여 보고, 길이에
대한 양감을 기른다.

· 학년 : 3학년
· 말하기-(4) 겪은 일이나
야기를 인과 관계가 잘
러나도록 말한다.
· 쓰기-(3) 알맞은 낱말을
용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글을 쓴다.
국어

이
드
사
전

2009개정교육과정

· 학년 군 : 3~4학년
(나) 측정
 시각과 시간
① 1시간은 60분임을 알고, 시
간을 ‘몇 시 몇 분’까지 읽을
수 있다.
② 1분, 1시간, 1일, 1주일, 1개
월, 1년 사이의 관계를 이해
한다.
 길이
③ 여러 가지 물건의 길이를 어
림하여 보고, 길이에 대한 양
감을 기른다.
④ 구체물의 길이를 재는 과정
에서 자의 눈금과 일치하지
않는 길이의 측정값을 ‘약’으
로 표현할 수 있다.
· 학년 군 : 3~4학년
· 듣기 · 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
며 듣고 말한다.
(5)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발표
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평
가하며 듣는다.
· 읽기
(2) 글쓴이의 마음이나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을 읽는
다.
(3) 읽기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
을 읽는다.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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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현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4)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도덕

② 우리 · 타인 · 사회와의
관계
(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과 그 고마운 점
③ 상황과 상대에 맞는 감사
의 표현 방법과 감사하는 태
도

· 우리․타인과의 관계
(다) 감사하는 생활
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과
그 고마운 점
③ 상황과 상대에 맞는 감사의
표현 방법과 감사하는 태도

· (7) 일과 진로
(나) 나의 흥미와 적성 등을
파악하고, 미래 세계에 적
합한 직업을 탐색하여 일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 (6) 나의 진로
(가)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
성을 알고,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직
업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
여 일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실과

2. STEAM 과목 요소
과목

학습활동 및 수업 내용

S 과학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하는 일, 자석의 활용
휴머노이드 로봇기술, 로봇연구원에 대한 진로탐색, 로

T 기술

봇의 움직임 탐구하기
안정적인 로봇의 움직임을 위해 로봇의 비율 생각하기

E 공학
A

예술

인문사회
M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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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의 종류
및

친구의 입장이 되어 마음 공감하기
길이재기, 시간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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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단계 요소


문제 상황 : 위험지역에 떨어진 찬혁이의 공을 페이봇으로 찾을 수 있
나요?

 창의적 설계 :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점과 닮아있기
때문인지 탐구하고, 관절을 이용한 페이봇으로 찬혁이의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페이봇 놀이를 하고 페이봇 및 활동을 평가한다.
 감성적 체험 : 3,4학년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감정을 이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로봇을 디자인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협력적 과제 수행 : 찬혁이의 공 찾으러 가는 길 만들기, 친구의 로봇
에 대하여 잘한 점 이야기하기
성취감-나만의 페이봇 만들기
효능감-자석으로 페이봇을 움직이는 것
과학기술(공학) 흥미-페이봇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과학기술(공학) 탐구 동기 강화 - 로봇 공학자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Ⅳ. 주요 학습 개념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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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
1. 차시별 총괄 계획

단계
문제로의
초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문제해결
및 평가

진로탐색

8

차시 주제 및 주요 활동 내용
이야기를 읽고 문제가 무엇인지 확
인해 봅시다.
1차시 - 찬혁이의 문제를 확인한다.
- 페이봇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로봇이 인간을 닮아가는 이유를 알
아봅시다.
2차시 - ‘휴보2’의 특징을 통해 인간을 닮아
가는 이유를 안다.
-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을 안다.
페이봇이 움직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탐구해 봅시다.
3차시 - 페이봇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탐
색한다.
- 관절의 기본적인 구조를 만든다.
페이봇을 만들어 봅시다.
-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적절한 페이
4차시 봇을 설계한다.
- 기본구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페
이봇을 만든다.
페이봇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 자석을 활용하여 페이봇으로 문제
5차시 를 해결한다.
- 페이봇 만들기와 문제해결활동에
관한 평가 및 반성을 한다.
로봇 공학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봅시다.
6차시 - 로봇전문가의 하는 일을 안다.
- 미래의 생활을 상상하며 로봇 공
학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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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교과
과학(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과학(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과학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자석의 성질)
수학
(길이와 시간)
미술
(주제표현,
표현방법)
과학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자석의 성질)
미술
(감상)
실과
(진로)
국어
(자신의 마음
표현하기)
도덕(감사하는
생활)

2.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S □
TE □
A
□

문제로의 초대

차 1/6
시
읽고 문제가 무엇인지 확 맥락 ■IT □ 에너지
학습목표 이야기를
인할 수 있다.
주제 □환경 □ 디자인
준비물
절차
교수 · 학습 활동
감성체험 STEAM
이해, 생각열기 읽어보기
문제/ ․주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이 흥미
S, A
관찰 10` 와 관련된 문제
파악하기
학습주제

가설
설정
5`
토의
10`
토의
결과
해석
5`
결론
10`

이야기를 읽고 문제
파악하기

학습유형

탐구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 및 해결 정보 수집
방법 알아보기

S,
T/E

․이야기의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창의적 S, A,
위한 조건을 모둠토의로 확인하기 문제해결, M
․역할분담하기
소통, 배려
협력,
S,
배려,
․모둠별 토의 내용 정리 및 발표하기 소통,
T/E,
M
소속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 다지기
S,
․차시 예고
정보수집 T/E,
․과제제시: 로봇에 대한 자료 조사하기
M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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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내용 해설

학생용 1~7쪽

페이봇이란 종이를 파이프처럼 말아서 원하는 로봇을 만드는 종이공작
을 말한다. 예시도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창의
적으로 만들 수 있어 관절로봇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학생의 수준에 적합
하다.
1차시 문제로의 초대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주제의 이해, 학습 목표,
생각 열기, 관련 단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에는 학생들이 스스
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이 직접 읽을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문제 상황은 3,4학년 수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으로 문제에 대한 공감을 불어 일으킬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봇을 만드는데, 페이봇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신체구조를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페이봇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3학년 자석의 성질’ 단원을 활용하여 자석으로 장난
감 만들기 차시를 재구성하였다. 페이봇의 발바닥에 클립을 붙여 자석으
로 놀이하는 활동으로 문제 상황에 제시된 위험지역에 있는 공을 먼저
도착하여 꺼내는 놀이이다.
3,4학년에서는 로봇이 인간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절을 활용하여
로봇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

학생들 활동에 관한 예시답안은 다음과 같다.

1) 모둠명 정하기
로봇사랑, 로봇드림 등

2) 모둠 과제 확인하기
페이봇을 만들고, 위험지역에 있는 찬혁이의 공 꺼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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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둠 조직 및 역할 정하기
이름

번호

역

할

모둠원1

◯◯◯

모둠장, 주제 확인하기

모둠원2

◯◯◯

준비물 확인하기

모둠원3

◯◯◯

내용 정리하기

모둠원4

◯◯◯

활동 점검하기

◎ 1차시 평가계획
평가 목표

이야기의
확인하고
기

위한

평가 기준

증거 수집 전략

이야기의 주인공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
문제를 인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

해결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할
조건을 수 있는가?

관찰평가

확인할 수 있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가?

관찰평가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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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S □
TE
□

로봇이 인간을 닮아가는 이유

학습유형 탐구형 차시 2/6
로봇이 인간을 닮아가는 이유를 알
■IT □ 에너지
학습목표 고,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 맥락
주제 □환경 □ 디자인
알기
준비물 휴보2자료 찾아보기
절차
교수 · 학습 활동
감성체험 STEAM
학습주제

로봇이 인간을
닮아가는 이유 알기

문제 및 조건 확인하기
문제/ ․프로젝트
찬혁이의
공을
찾아 위험지역에서 꺼
관찰 3` 내기

․페이봇을 만들기 위해 로봇이 인간과
닮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개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조사한 로봇에 대하여 모둠토의하기
정보수집 ․휴보2로봇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19`
서 휴머노이드로봇이 인간과 닮은 점
살펴보기
․로봇이 인간과 닮은 점 파악하기
정보의 ․왜 인간과 닮아 가려고 하는지 탐구
해석
하기
10`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 알아
보기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 발표
하기
결론
5`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 읽기
가설
설정
3`

2차시 내용 해설

흥미

S,
T/E,
A

소통

S,
T/E

창의적
문제해결,
소통, 배려

S,
T/E

협력,
S,
배려,
T/E,
소통, 융합 A
정보수집

S

학생용 8~11쪽

아이로봇이나 인도영화 ‘로봇’에서 나오는 로봇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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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다. 로봇은 인간이 가진 기능
을 넘어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
다면 실제로 지금까지 개발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을 닮기 위해 어떤
수준까지 발달되었는지 탐구하고, 인간을 닮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탐
색해 본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이유 중에는 기술개발 자체에도 목적이 있
지만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지진피해, 윈자력피해 같은 인간이 해
결하기 어려운 위험지역에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을 닮아가는 로봇을 개발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점은 무엇인
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문제해결정보’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로봇이 만들어 지면서 장애인이 계단을 걷을 수 있고, 재활
치료에 도움을 주며, 깊은 바다에 가서 관찰할 수 없을 때, 공부하는데 도
움이 필요할 때, 박물관에서 안내를 받고 싶을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활동의 예시답안은 다음과 같다.
• ‘휴보2’에 대하여 탐구해 봅시다.

시속 3.6km

떨어진 물건

달리기

줍기

악수하기

팔 굽혀 펴기

물건잡기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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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점
․ 전쟁이 났을 때 로봇이 대신 적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보행을 대신해 줄 수 있다.
․ 사람이 다쳤을 때 재활을 치료해 줄 수 있다.
․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았을 때 답을 찾아줄 수 있다. 등
․ 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수술한다.
․ 건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건물 밑에 깔렸을 때 어디 있는지 찾아서 구
출해 준다.
․ 시각 장애인에게 박물관에서 전시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도슨
트로봇이 있다.
관련 자료
• 휴보 2 동영상 찾을 수 있는 곳 :
http://www.youtube.com/watch?v=fhIG-6l3Kjc
http://www.youtube.com/watch?NR=1&v=5eBxorLU-Z8&feature=fvwp
http://www.youtube.com/watch?v=dJRzJt-Dwic
(원본 파일이므로 재구성하여 보여줘야 함)
• 로봇이 인간에게 주는 좋은 점과 관련된 기사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가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
를 입으면서 거기에 있는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바깥
으로 나오게 되어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그래서 붕괴된 발전소를 고치기 위해 아시모
는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기사출처:http://blog.naver.com/qltkddkel2/150123576265
아시모에 적용된 기술을 활용하여 허리나 무릎이
아파 잘 걷지 못하지는 노인 분들을 위해 걷을 때 잘
걸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윗부분을 벨트
처럼 허리를 감싸고, 아랫부분에 다리를 감싸 다리의
움직임을 센서가 감지하면 노인 분들이 움직일 때 힘
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기사출처: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622882_1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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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평가계획
평가 목표
로봇이
닮아가는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증거 수집 전략

인간을 휴보2의 기능을 알고 있는가?

관찰평가/지필평가

이유를
로봇이 인간에게 주는 좋은 점을 이야
관찰평가/지필평가
기 할 수 있는가?

로봇이 인간에게 주는 좋은 점을 마인드 맵 한 후, 친구들과 모둠토의
를 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야기하는지 관찰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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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TE □
A□
M
3차시 페이봇이 움직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차 3/6
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 ■IT □ 에너지
학습목표 페이봇을
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주제 □환경 ■ 디자인
준비물 A4, 가위, 풀 또는 스카치테이프
절차
교수 · 학습 활동
감성체험 STEAM
학습주제

페이봇을 움직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학습유형

탐구형

문제 및 조건 확인하기
문제/ ․프로젝트
찬혁이의
공을 찾아 위험지역에서
관찰 3`
꺼내기

흥미

S,
T/E,
A

․로봇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 인간의 뼈구조와 비교해 찾기
․관절에 대한 개념 확인하기

소통

S,
T/E

가설
설정
3`

․관절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 확인하기
방법 이외에 창의적인 방법 창의적
정보수집 ․기본적인
으로 관절을 만드는 방법 생각하기 문제해결
19` ․문제에
적합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관절의 길이나 두께 생각하기

S,
T/E

위한 페이봇의 관절 구조 협력,
S,
정보의 ․문제해결을
만들기
해석 ․관절
배려,
T/E,
구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소통, 융합 A, M
10`
확인하기
결론
5`

16

․관절에 대한 개념 정리하기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한 방 정보수집
법 생각하기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S,
T/E,
M

3차시 내용 해설

학생용 12~15쪽

이번 차시는 문제해결활동을 할 때 필요한 페이봇을 만들기 위해 관절
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관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활동이 전개된
다. 관절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시일
뿐 학생이 관절이 튼튼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절의 두께나 길이
를 생각하여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관절의 기본구조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봇의 다리관절을 만들기 위해 원하는 다리길이를 정한 후, A4
용지를 원하는 크기로 자른 후, 둥글게 말아 테이프나 풀로 붙여 뼈대를
만든다. 종이를 둥글게 마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가운데 빨대를 뼈대삼
아 겉에 종이를 말아 단단하게 해도 상관없다.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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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뼈대가 연결될 수 있게 뼈대의 위아래 부분에 뼈대와 뼈대를 연결
할 고리부분을 만든다. 위아래 부분에 고리를 만든 뼈대는 두 개 만든다.
이 뼈대는 페이봇의 몸통과 발목에 연결할 다리에 해당된다.

셋째, 걷기 위해 필요한 발목 관절을 만든다. 두꺼운 도화지나 우드락을
사용하여 발바닥 모양을 발바닥모양, 세모모양, 네모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 표현할 수 있다. 발목이 2개이므로 관절이음새 4개, 발바닥모양 2개,
발목관절 2개를 준비한다.

관절이음새
발바닥모양

발목관절

학생활동의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다.
• 로봇이 인간과 같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 인간의 뼈 구조
를 비교하여 어느 부분이 인간과 닮아 있는지 찾아 ○표 해보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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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구부리거나 펴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뼈와 뼈는 서로 맞
닿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 페이봇의 관절 구조를 활용한 예시자료

◎ 3차시 평가계획
평가 목표

평가 기준

증거 수집 전략

페이봇을

신체의 어느 부분과 닮아야 로봇이 자 관찰평가/지필평
가
움직이 연스럽게 움직이는지 찾을 수 있는가?

기

필요한

위한

요소를 알 수 있
다.

관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가?

지필평가

관절의 기본 구조를 활용하여 창의적으 관찰평가/산출물
로 관절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평가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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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시

문제 해결 및 평가

S □
TE □
A□
M
□

학습유형 프로젝트형 차시 4-5/6
문제해결에 적합한 페이봇을 만들 맥락 ■IT □ 에너지
학습목표 고, 자석을 활영하여 페이봇 놀이를 주제 □환경 ■ 디자인
할 수 있다.
하드보드지, 두꺼운 종이박스, 우드락, 빨대, 가위, 풀 또는 스카
준비물 A4,
치테이프, 글루건, 하드보드지, 줄자, 사인펜
절차
교수 · 학습 활동
감성체험 STEAM
S,
문제/ ․프로젝트 문제 및 조건 확인하기
흥미
T/E,
관찰 2`
A
대안 ․문제 해결에 적합한 대안 탐색하기
S,
창출 ․문제해결에 적절한 페이봇 그리기
소통
T/E
3`
최적 ․다양한 페이봇그림 중 기준에 적합한
창의적
S,
대안
것 선정하기
선정 ․선정한
문제해결
T/E
로봇의 특징 파악하기
5`
S,
구체적 ․선정한 로봇의 특징이 나타난 로봇 협력,
계획하기 구체적으로 그리기
배려,
T/E,
5`
소통, 융합 A, M
학습주제

페이봇을 만들고,
자석을 활용하여
페이봇 놀이하기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여 다양한 모
양의 페이봇 만들기
창의적
S,
문제해결 ․미션을 해결할 페이봇 가는 길 모둠 문제해결,
T/E,
60`
판 만들기
상호작용
M
․자석을 활용하여 페이봇으로 문제 해
결하기
협력,
S,
평가 ․자기평가하기
․PMI기법으로
모둠대표페이봇
평가하
배려,
T/E,
5`
기
소통, 융합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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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시 내용 해설

학생용 16~22쪽

문제해결활동은 4-5차시로 블록타임제를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문제해결전략에 맞춰 문제 확인하기, 대안 탐색하기, 최적의 대안 선정하
기, 구체적 계획하기, 문제해결하기, 평가하기 과정을 전개한다. 학생들은
전 차시에서 만든 관절구조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적합한 페이봇을 만
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페이봇의 기본 구조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휴지심 또는 작은 종이컵에 펀치를
활용하여 구멍을 만든 후, 관절을 연결
한다. 이 때 관절의 길이는 다리 관절
을 연결할 부분이 몸통 양 옆으로 나와
있어야 하므로 다리 관절의 두께를 생
각하여 여유 있게 나와 있을 수 있도록
한다.
2. 다리 관절과 무릎관절을 이용하여 로
봇이 움직일 다리를 만든다. 로봇의 다
리가 너무 길면, 자석으로 움직일 때
몸통이 뒤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
니 적당한 로봇다리 길이를 찾아 페이
봇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3. 페이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바닥에
클립2개씩 붙인다. 자석의 성질을 활용
하는 것이므로 클립 이외에 자석에 잘
붙는 물질을 부착하여 문제를 해결해도
가능하다.
4. 몸통과 다리를 연결한다. 그 외에 다
양한 준비물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모
양을 변형해도 가능하다. 하드보드지
위에서 로봇이 잘 움직이는지 확인한
다.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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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전략에 따른 학생활동의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다.
• 문제 확인하기
- 찬혁이의 공이 위험지역에 빠져있다. 페이봇을 활용하여 찬혁이의 공을
꺼내와야 한다.

• 대안 탐색하기

- 위험지역까지 도착하려면 넘어지지 않는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
- 공을 발로 차서 꺼내야 하기 때문에 페이봇의 발 앞쪽이 넓적해야 한다.

• 최적의 대안 선정하기
- 페이봇이 잘 움직일 수 있나요?
관절의 구조를 활용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관절을 구성하여 로봇이 자
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 위험지역에서 공을 찰 수 있는 페이봇 디자인 인가요?
위험지역에서 공을 정확하게 차기 위해서는 발의 앞쪽이 평평하게 공
을 잘 찰 수 있도록 페이봇을 디자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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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한 로봇의 특징
관절이 튼튼하고 자석으로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는 관절구조로 되어
있다. 위험지역에서 공을 잘 차기 위해 발의 앞쪽이 평평하게 되어 있
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 문제해결하기
- 페이봇 만들기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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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을 활용하여 페이봇으로 문제해결하기

- 문제해결활동 후, 모둠친구들의 도착시간과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한
친구의 로봇의 특징을 적어 봅시다.
친구이름
홍길동
나샛별
김영희

도착시간(분)
1분
1분 30초
2분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한 친구의 페이봇 특징 설명하기
길동이의 로봇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뒤로 넘어지지 않았고, 특히
관절 부분을 주름빨대 부분을 활용하여 움직여 빠르게 움직일 수 있
어서 가장 먼저 도착하였다.

- PMI 기법으로 모둠대표 페이봇 평가하기
모둠별 대표자 이름

P(페이봇의 장점)
주름빨대를

홍길동

관절에 이용하여
다리를 움직일 때
넓게 움직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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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페이봇의 단점)
욕심을 내어
다리를 너무 넓게
벌리면 다리가
오므라지지
않는다.
생

I(페이봇의
재미있는 점)
생김새가
배추도사 만화
캐릭터 같아서
재미있다.
략

◎ 문제해결 활동 시 유의사항
1. 대안탐색하기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에 적합한 페이봇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간단한 그림을 그리지만, 어떤 기능을 하
는 로봇인지 관절구조와 문제 해결에 적합한 특징이 나타나도록 설명
이나 그 부분만 자세하게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하여도 가능하다.
2. 최적의 대안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대안 탐색할 페이봇을 모둠별로 토
의를 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페이봇 그림을 선정하는 것이다. 아이들
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한다.
3. 문제해결하기 활동에서 페이봇 자석놀이를 할 때 놀이규정을 제시한
다. 놀이규정은 첫째, 목적지까지 페이봇이 도착할 때 몸통이 바닥에
닿아서는 안 된다. 둘째, 페이봇을 자석으로 다리의 동작 없이 끌어당
기지 말아야 한다. 셋째, 페이봇이 인간의 움직이는 것처럼 2족보행
운동을 하여 움직이도록 한다. 넷째, 페이봇이 목적지의 공을 발로 차
서 바깥으로 꺼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4. 모둠별로 경주를 하여 대표를 뽑고, 모둠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찬혁이
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친구를 뽑는 활동이다. 모둠대표가 활
동을 할 때 모둠친구들은 한마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응
원해준다.
5. 그리고 모둠대표의 페이봇은 어떤 특징을 지녔기에 문제를 잘 해결하
였는지, 로봇을 살펴보고, 자석놀이를 할 때 페이봇의 움직임을 자세
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4-5차시 평가계획
평가 목표
자석을

활용하여

평가 기준

증거 수집 전략

페이봇이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가?

문제 문제해결에 적합한 페이봇으로 제작하
를 해결할 수 있 였는가?
페이봇으로
다.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모둠토의 시
목표에 적합한 이야기를 하였는가?

관찰평가
산출물평가
관찰평가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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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학습
주제
학습
목표
준비물
절차
문제/
관찰
3`
가설
설정
3`
정보
수집
19`
정보
의
해석
10`
결론
5`

S □
TE □
A
□

로봇 공학자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차 6/6
학습유형
탐구형
시
로봇전문가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미 맥락 ■IT □ 에너지
래생활을 상상하여 로봇 공학자에게 감 주제 □환경 □ 디자인
사의 편지를 쓸 수 있다.
STEA
교수 학습 활동
감성체험
M
로봇 공학자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S,
T/E,
A,
S,
정보 수집, T/E,
흥미
A,
S,
․로봇연구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
상호작용 T/E,
A,
․미래에 로봇으로 편리한 생활하는 삶 문학적 표현, S,
상상하고, 로봇연구원에게 감사의 편지 예술적 표현, T/E,
쓰기
자신감
A,
성취감,
S,
․로봇에 흥미를 가지고, 로봇기술을 배 자신감,
우고자 하는 마음 다지기
과학기술 탐구 T/E,
A,
동기 강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
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기
․로봇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전문가가
파악하기

6차시 내용 해설

삶의 문제

학생용 23~24쪽

진로탐색 활동에서는 실제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가 되
어야 하는지 파악하고, 그 전문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때
아이들에게 미리 로봇공학자와 관련된 신문기사나 그 외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여 다양한 정보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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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연구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하는 일
일상생활에서 우리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두발로 걸어 다니면서 두 손으로 일을 하면서 일
상생활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나 전쟁을 할 때에 군인들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해준다거나, 전장에서 일반군인들이 가기에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정찰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직업특성
모든 연구는 남들보다 조금은 앞서가려는 목표아래 진행된다. 따라
서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즉, 맨 처음 만들었다는데서 오는 느낌
이 굉장히 좋다. 우리가 뒤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다
른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큰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럴 때 큰 희열을 느낄 수 있다. 로봇이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 졌을 때 반응이 좋으면 정말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반면에 어려운 점은 남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저희는 새로
운 아이디어를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로 로봇에 적용되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로봇 연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
에 어려움을 느낀다. 남들이 하지 않은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인 사고를 품고 사는 사람, 이런 것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업무수행능력
남들이 안했던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하는 직업이기 때
문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로봇에 적용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든가 그런 것을 로봇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들이 했던 것
을 배경으로 남들이 안 했던 자기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
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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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의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다.
• 로봇 공학자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로봇 공학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홍길동입니다.
저는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지요. 전에는 어머니께서 집안일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로봇이 우리 집의 설거지나
청소를 대신해 줘 어머니가 저희랑 놀아주는 시간이 많
아 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봇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로봇 공학자 분들 덕분에 저희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습
니다. 로봇 공학자님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로봇공학자 같은 훌륭한 과학
기술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6차시 평가계획

소주제

평가 기준
새로운 직업에 흥미를 가지는가?

로봇 공학자에게 로봇과 관련된 직업을 이해하는가?
감사의 편지쓰기
감사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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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전략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산출물 평가

Ⅵ. 참고 활동 및 정보
<로봇의 변천>
1970년대에 소개된 1세대 로봇은 팔을 사용하여 물체를 집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단순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1980년대 초반에 소
개된 2세대 로봇은 1세대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팔을 사용할 수
있지만, 1세대처럼 외부 환경의 조건이 바뀌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
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소개된 3세대 로봇부
터는 약간의 지능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의
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로봇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외모를 닮은 로봇, 곧 인간형 로
봇(humanoid)을 개발하는 것이다. 휴머노이드는 2000년부터 본격적
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얼굴로봇(face robot)은 사람의 얼
굴처럼 슬픔, 분노, 행복, 경악, 혐오 등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
다.
첫째, 로봇의 종류를 다음과 같다.
1) 안드로이드(android) : 몸체는 기계구조,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
을 하고 있는 로봇이다. 겉모습이란 얼굴모습 손, 발, 몸체 등이 사
람과 유사하게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든 형태의 인공 시스템”으로 대부분 안
드로이드의 외형은 사람과 유사한 인공피부조직으로 덮여져 있다.
2) 휴머노이드(humanoid) : 몸체는 기계구조이며, 겉모습은 사람과
유사하게 구현된 로봇이다.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의미는 팔이 2개,
다리가 2개, 머리가 존재하고 그 형태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다는
뜻이다. 휴머노이드의 외형은 안드로이드와 달리 단단한 구조를 이
루고 있다.
3) 사이보그(cyborg) : 생물과 기계장치가 결합된 로봇이다.
cybernetic과 organism의 합성어이다. 사실 로봇이라고 보다는 생
물체에 가깝다. 사이보그의 특징은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공물
교사용 지도서❙로봇은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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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생물체로, 사이보그는 인간의 뇌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즉, 뇌를 제외한 특정 장기가 기계구조이면 사이보그로 분류한다.
둘째, 휴머노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ASIMO 로봇 : 아시모는 세계 최초로 사람이 명령을 내리
지 않고도,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로봇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신형 아시모는 한층 스마트해졌다.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해 주변 정보를 수집,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스
스로 예측한다.) 예정된 경로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
다면 그 사람의 진행방향을 몇 초 앞서서 분석, 부딪
히지 않게 피해서 걸을 수 있다.
3명을 동시 인식합니다. 얼굴 및 목소리 인식 센서를
통해 동시에 3명이 내린 지시를 알아듣고 각각의 명
령을 수행한다. (머리 부위에 카메라와 마이크로폰들
이 탑재돼 있다.)
다섯 개의 손가락과 손바닥에 촉각센서와 힘 센서가
채용돼 있어 사람처럼 각각의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병뚜껑을 열고 종이컵에 음료수를
따르는 일까지 해낸다. 사랑해, 가족, 안녕 등의 단
어를 수화로 표현할 수 있다.
외발뛰기와 두발점프를 한다.(후쿠시마 원전사고 당
시 아시모의 투입요구가 있었음에도 2세대 모델은
평평한 지면만 걸을 수 있어 투입이 불가했다. 하지
만 3세대는 다리의 강도, 이동 범위, 그리고 동작 중
발의 착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자세균형능력)

3세대 아시모는 최대 시속 9km로 달릴 수 있다.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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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보로봇 :
‣허벅지 속 200W모터로 달리고 배와 발목 센서로 평형을 유지하
였다.
‣남다른 골격구조를 가지고 있다.
-휴보의 골격은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들어졌다. 2004년 만들어진
휴보1과 같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해 무게를 줄인다.
무게는 불과 37kg(배터리제외)이다. 휴보1보다 10kg이 줄었다.
가벼워야 같은 모터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허벅지의 힘이 세다.
휴보2의 심장은 몸통 한복판에 들어 있는 배전기이다. 배전기 바
로 위에 들어가는 48V 배터리에서 힘을 얻어 온몸에 골고루 나눠
준다. 2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힘은 달리기 실력으로 바
꿔주는 건 휴보2의 허벅지에는 200W 출력의 모터가 들어있다.
‣ 물건도 쉽게 집는 손가락이 있다.
휴보2는 손동작이 가느다란 와이어로 이어져 있어 쉽게 물건을 집
거나 들어 올릴 수 있다, 손목에는 3개의 모터가 달려있어 사람처
럼 손목을 돌릴 수 있다.
‣ 온몸에 평형센서가 달려있다.
휴보2가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아랫배에 전정기관
역할을 하는 평형센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손목에는 와이어
에서 전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 발목에는 지면의 경사
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
-휴보2는 40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부품의 집합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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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루와 아라 :
세계 최초의 네트워크 기반형 휴머노이드 로봇. 키는
150cm, 무게는 67kg으로 인간처럼 두발로 걷고 자연스
럽게 활동할 수 있다. 미리 입력된 주인의 얼굴 이미지
를 인식해 주인을 알아보며, 로봇이 본체에서 얻은 영상
과 음성 데이터를 무선으로 보내면 외부 서버에서 데이
터를 분석해 적절한 동작을 취하도록 로봇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런 방식으로 지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마루는 ‘정상, 최고봉’을 의미하며, 아라는 ‘주인을
알아본다.’에서 ‘알아’를 변형시킨 것이다.

흉내 내기-손을 까딱 까닥해서 오라는 신호를
보내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
다.

심부름하기- “콜라 좀 가져올래?”하고 말하면 여
러 음료수 가운데 콜라를 골라서 가져올 수 있다.
마루와 아라는 심부름을 잘 한다.

함께 모여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주인을 알아
볼 수 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주인도 1초 안에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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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참고 문헌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수학, 과학, 실과.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교육과학
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 교육과학기술부
마루와 아래의 관련 내용 : 한솔어린이대백과 더불어 살거리 로봇
편. 마루와 아라. 한솔교육

○ 참고 사이트
‣ 휴보2에 대한 설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
SD&mid=sec&sid1=105&oid=020&aid=0002107357
-휴보2가 하는 일에 동영상은 유튜브로 휴보2로 검색하기
‣ 일본의 아시모 로봇 사진. http://popsci.hankooki.com/popsci_news
/view.php?news1_id=8084&cat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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