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DGIST와 함께하는 나의꿈, 끼찾기 IV

학생용

내 속의 뇌 탐험

중등용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 (공통)
1. 기관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 기관 소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
반 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을 기관의 비전으로 삼고 학부 교육혁신과 6대 특화 육성 분야를 중점 연구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3.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 학생들이 과학기술 현장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로 진학·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아웃리치 활동 기회 제공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과학 대중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본 기관에서 첨단 과학기술 체험활동 기
회를 제공하고 이공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3C 교육철학, 즉 창의(Creativity), 기여(Contribution), 배려(Care)의
정신을 알리는 기회 마련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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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 (공통)
5.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시범운영

단기 프로그램형

적용 학년

DGIST와 함께하는
나의 꿈,끼찾기 Ⅰ

내 속의 뇌 탐험

1회(40명)

1일 체험형

중등
1~2학년

DGIST와 함께하는
나의 꿈,끼찾기 Ⅱ

자연을 재창조하는 생체모방기술

1회(42명)

1일 체험형

중등
2~3학년

DGIST와 함께하는
나의 꿈,끼찾기 Ⅲ

접착제, 너는 누구냐?

1회(18명)

1일 체험형

고등
1~2학년

DGIST와 함께하는
나의 꿈,끼찾기 Ⅳ

스마트로봇 함께하는 세상

1회(48명)

1박2일
(10차시)

고등
3학년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STEAM 아웃리치에 참여하고싶다면?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goal.dgist.ac.kr

이메일

hyejung0429@dgist.ac.kr

전화

053 - 785 - 6632

방문신청

전화 후 방문

※ 담당 선생님 : 학부지원팀 전혜정
※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은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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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 (공통)

1~2
차시

DGIST LAB 탐방
탐방 연구소 : 뇌과학 Chemical Senses Lab 탐방
연구소 소개 및 주요 연구 분야
뇌과학전공 문제일 교수님 연구실(Chemical Senses Lab.)에서는 후각감각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 중 하나인 후각은 냄새를 맡는 감각기관으로써 20여 년 전에서야 후각의 원리가 밝혀질 정도로 타 감각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등한시 되어왔습니다. 1985년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솔로몬 스나이더 교수가 냄새
를 맡는 역할을 하는 후각수용체 단백질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 했으며, 스나이더 교수의 제자인 프레드 허치슨 암센터의 린
다 벅 교수가 1991년 후각수용체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조사하여 콜럼비아 대학교의 리차드 액셀 교수와 함께 2004년 노
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후각연구에 대해 노벨상 수여가 있은 후 전 세계적으로 후각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
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후각기관은 개체마다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같습니다. 후각기관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음
식을 찾으며,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자신과 같은 종족을 구분하여 집단생활을 하며, 암컷을 찾아 번식을 하
는 등 한 개체가 보존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하는 후각감각기관에서 어떻게 냄새물질을 감지하고, 감지한 냄새신호를 뇌로
전달하여 우리 뇌가 어떻게 냄새를 인지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세포관찰 단계부터 뇌 전체를 관찰하는 단계까지의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뇌 과학 후각기관센서 랩 연구 주제 ]

1~2차시, DGIST LAB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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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체험 활동
- 후각 측정실(Olfactochamber)
후각자극에 대한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실 자체 제작한 후각 측정실입니다. 후각 측정실에는 여러 가지 냄새 물질
을 일정한 양과 일정한 속도로 피 실험자의 마스크로 전달 해 주는 기능을 하는 냄새발생기(냄새혼합기)와 뇌파를 측정하
는 EEG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실험은 외부환경으로 부터의 냄새와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밀폐된 방에서 진행합
니다.

- Neuroimaging Lab (신경촬영 현미경)
① High resolution confocal microscope (Carl Zeiss/LSM 700) : 고해상도 공초점 현미경, 단일 세포 혹은 세포 내부의
세포 소기관들, 관찰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유무 등을 고해상도로 관찰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② Live cell confocal microscope : 라이브 셀 현미경, 살아있는 세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촬영하
고 분석할 때 이용하는 현미경입니다.
③ Vivatome microscope : 비바톰 현미경, 주사기에 담긴 다양한 반응 용액들을 세포에 일정한 속도로 흘려주어 세포에
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공초점 현미경입니다.
④ Multi-photon microscope : 다중광양자현미경, 관찰하려는 시료의 두께가 뇌 조직과 같이 두꺼운 경우 조직의 깊은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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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DGIST LAB 탐방

DGIST 탐방
DGIST 탐방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일자

년

월

일

탐방장소

DGIST에
궁금한 점

탐방을 통해
흥미로웠거나
새로 알게된 사실

1~2차시, DGIST LAB 탐방

5

전문가 강연
DGIST 박사님 강연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소속
강연자 정보

성명
하는 일 (주업무)

강연 제목
(강연은 모두 듣고
제목을 적어주세요)

강연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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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DGIST LAB 탐방

3
차시

뇌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기
1. 들어가기(상황제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을 읽거나 ‘블랙’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영화 속에서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외부로부터 정보
를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 받아들인 정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표현될까? 대뇌의 기능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산출물
을 제작해보자.

3차시, 뇌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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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기
2. 뇌의 구조와 기능
뇌의 구조와 기능을 '뇌와 몸' 회사의 견학을 통해 알아봅시다. 그럼 '미스 뉴런'양의 안내를 따라 구경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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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뇌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기

3차시, 뇌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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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구조 모형 만들기
- 준비물 : 뇌 모형 보드, 여러색 클레이, 네임펜 등

1. 대뇌와 간뇌를 만듭니다. 대
뇌를 만들 때는 뇌의 주름을 잘
표현해 봅시다.

2. 소뇌와 변연계를 만듭니다.
소뇌를 만들 때는 소뇌의 내부
구조를 잘 표현해 봅시다.

3. 소뇌와 연수, 척수를 만듭니
다. 위치와 순서를 잘 기억해 봅
시다.

4. 까만색 클레이를 이용해 설
명상자와 각 부분을 연결해 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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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뇌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기

5. 설명상자와 각 부분을 잘 연
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네임펜으로 써넣어 봅시다.

4. 정리해 보기

1

간뇌

- 시상 + 시상하부
-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2
3
4
5
6
7

3차시, 뇌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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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차시

감각정보의 뇌 전달과정과
센서활용 뇌 신경전달 회로 만들기
1. 감각정보의 뇌 전달과정
감각 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은 어떻게 전달 될까요?

[시각 정보 처리 과정 ]
1차운동영역

전전두엽

시각연합영역
1차시각영역

다중감각연합영역

[ 체감각 정보 처리 과정 ]
1차운동영역
1차체감각영역
전전두엽

체감각연합영역

다중감각연합영역

[ 청각 정보 처리 과정 ]
1차운동영역

전전두엽

다중감각연합영역

1차청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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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시, 감각정보의 뇌 전달과정과 센서활용 뇌 신경전달 회로 만들기

청각연합영역

신경계의 단위 뉴런
생물체는 여러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계도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경계의 단위인 신경 세포를 뉴
런이라고 한다. 뉴런은 세포체, 가기 돌기, 축삭 돌기로 구성되어 있다.
뉴런은 기능에 따라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으로 구분한다. 감각 뉴런은 감각 신경을 이루는 뉴런으로, 감각기관에
서 발생한 신호를 뇌나 척수에 전한다. 연합 뉴런은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며 뇌와 척수의 대부분을 이룬다. 그리고 운동
뉴런은 운동 신경을 이루는 뉴런으로 뇌와 척수의 명령을 근육과 같은 반응기에 신호를 전한다.

수상 돌기

축삭 돌기

시냅스의 흥분의 전도와 전달
감각 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 일으킨 흥분은 뉴런을 따라 이동하여 다음 뉴런으로 전달된다. 신경 흥분이 한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전도하고 하며,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을 전달이라고 한다.
축삭 돌기 끝은 다른 뉴런의 가지 돌기나 신경 세포체와 접속하고 있는데, 이 접속 부위를 시냅스하고 한다.

시냅스

4~5차시, 감각정보의 뇌 전달과정과 센서활용 뇌 신경전달 회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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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서 활용 뇌 신경 전달 회로 제작하기
회로를 제작하기 전에 센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 센서는 인간의 오감의 기능과 연결지어 대상물로부터 물리량을 검출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바꾼다 .

조도센서(CDS센서)
인간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에 해당하는 센서가
광센서이다, 광센서의 한 종류인 조도센서(CDS센
서)는 주위 빛의 밝기를 인식한다.

적용 사례
스마트폰 수화기 수신부(조도센서), 청소기로봇,
DSLR카메라 등

소리센서(마이크)
귀로 소리를 듣는 청각 기능에 해당하는 센서는 마
이크 내에 설치되어 주위 소리를 인식한다.

적용 사례
보청기, 휴대폰, 음석인식 시스템, 녹음기 등

터치센서(압력센서)
인간의 촉각에 해당하는 센서로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센서는 세게 눌린 정도를 인식하거나 미세한
정전기에 의해 인색한다.

특징을 활용한 자연모사기술의 예
터치스크린(태블릿PC, PMP, MP3, 터치핸드폰 등)
터치패드(스마트폰, TV, 모니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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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시, 감각정보의 뇌 전달과정과 센서활용 뇌 신경전달 회로 만들기

다음에서 적용되고 있는 센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5차시, 감각정보의 뇌 전달과정과 센서활용 뇌 신경전달 회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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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활용 뇌 신경 전달 회로 제작하기
- 준비물 : 뇌 신경 전달 보드, 회로PDB, 건전지(AAx4), 건전지케이스, 스피커, 모터, LED(5개), 컨넥터(5개)
소리센서, CDS센서, 터치센서, 양면테이프, 칼, 가위, 네임펜, 송곳, 여러색EVA폼, 원형EVA폼,
스프링, 빵끈, 폼보드, 콤파스, 기타 개인 역량에 따른 꾸미기 재료 등

1. 뇌 신경 전달 보드를 준비하고, 회로 PCB를 준비합니다. 보드위에있는 회로 자리에 양면테이프로 회로를 고정 시켜봅시다.
(양면테이프를 사용할 땐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뜯어냅니다.)

소리센서
터치센서
CDS센서

2. 소리센서, 터치센서, CDS센서를 준비하고 회로PCB에 맞는 자리에 연결해 줍니다.
연결한 센서들은 ‘감각설계하기’자리에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3. 건전지 케이스에 건전지를 +,-를 잘보고 넣은 후, 건전지 케이스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보드위에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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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넥터를 LED자리에 연결해주고, 연결해준 자리 바로 옆에 선이 들어갈수 있게 칼로 구멍을 내줍니다.
내준 구멍으로 선을 넣어 정리합니다.

시각

체감각

청각

5. LED5개를 준비하고 체감각, 시각, 청각 중 감각 한개를 선택하여 뇌그림 위에 LED를 꼽을수 있게 칼로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이 난 자리에 LED를 꼽아봅니다.

6. 뇌 보드를 뒷편이 보이게 뒤집고, LED에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LED의 짧은 다리가 빨간색 전선이 오도록 하게 합니다.
선을 꼽은 LED다리를 뇌보드에 밀착하여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4~5차시, 감각정보의 뇌 전달과정과 센서활용 뇌 신경전달 회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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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뇌 보드 뒷편에 나와있는 전선들 중 같은색 끼리 단자부분만 꼬아 연결해줍니다. 모두 연결된 선들을 단자부분이 겹치지
않게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착시켜줍니다.

8. 다시 앞면으로 돌아와 스피커를 준비하고 스피커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뇌보드 뉘에 부착해 줍니다.

9. 네임펜을 이용해 ‘감각 설계하기’칸에 LED꼽기할 때 석택함 감각과 연결지어 스토리를 구성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간단히 젂어봅니다.

10. 모터를 준비하고 회로PCB에 모터자리에 연결하고 ‘운동 출력 표현하기’란 한켠에 모터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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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각 설계 하기’에서 만든 스토리를 EVA을 이용하여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원형EVA에 스프링을 꼽고 꽂은 원형EVA폼에
만든상황을 빵끈으로 고정시킵니다 빵끈을 고정할때는 송곳을 이용합니다.

12. 스프링이 고정된 원형EVA폼을 ‘운동 출력하기’에 모터 반대쪽 모서리에 양면테이프로 고정하고, 폼보드로 지름5센치의
원과 10x1cm 막대를 만들어 줍니다. 만든 원은 가운데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13. 원을 모터에 끼워서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그위에 막대를 붙여줍니다. 막대길이는 만들기가 살짝 닿을 정도로 해서 조절해
줍니다.

14. ‘스티커로 기능 설명하기’에 전자소자 스티커를 붙이고 소자에대한 설명을 써줍니다. ‘감각 정보가 뇌에서 처리되는 과정’도
써줍니다. 완성후에는 다음페이지를 보고 원하는대로 작동시켜 봅시다.

4~5차시, 감각정보의 뇌 전달과정과 센서활용 뇌 신경전달 회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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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드 기능 알아보기

소리센서

모터

스피커

터치센서

CDS센서

LED
건전지

작동시간설정
1~9까지 선택할 수 있다.
모터, 스피커, LED의 작동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1은1초, 9는 9초동안 작동 한다.

모터속도설정
1~9까지 선택할 수 있다.
모터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모드설정
0~2까지 선택할 수 있다.
0은 개별모드로 LED만 작동한다.
1은 순차모드로 모터, 스피커, LED가 순차적으로 작동한다.
2는 동시모드로 모터, 스피커, LED가 동시에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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