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국토정보
STEAM
아웃리치
.. ..
함께하는 측량 체험

국토정보
STEAM
아웃리치
.. ..
함께하는 측량 체험

활동 목표

• 정밀 기계 없이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삼각함수를 응용하여 거리와 높이를 측정해 본다.

•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도면을 활용 할 수 있다.

팀 편성하기

팀 빌딩(Team Building)

1. 우리 팀의 이름과 팀원 역할 정하기

팀장
홍길동

사진 담당

필기 담당

김사진

나서기

준비용품 담당

자리 정돈 담당

분위기 담당

팀명

팀 이름을 작성하세요

팀장 및 팀원의 역할

•
•
•
•
•
•

팀장: 팀 활동 및 토론 시 매끄럽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리더(Leader)역할을 하며, 발표를 하거나
혹은 발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필기담당: 팀 내에서 나온 이야기나 팀 과제 작성 시 서기 역할을 한다.
사진담당: 팀 활동이 끝나면 해당 결과물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교사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진을
밴드 혹은 카페에 업로드 하는 역할을 한다.
자리정돈담당: 팀 내 어지러워진 교재, 준비용품들을 찾기 쉽게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준비용품담당: 교사가 준비한 준비용품들을 전달하고 다시 교사에게 제출해야 할 준비용품들도
담당자가 제출한다.
분위기담당: 침체되어 있는 팀 분위기를 ‘화기애애’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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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편성하기

팀 빌딩(Team Building)

2. 우리 팀 행동 약속 정하기

우리 팀 행동 약속(Team Ground Rule)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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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기초다지기

내가 건축 담당자라면…

1. 피라미드 설계하기
상황제시

당신은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대 이집트의 건축기술자 입니
다. 위대한 파라오 ‘투탕카멘
왕’의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4m 줄
과 말목6개 입니다. 어떻게
하면 10m*10m 크기의 피라미
드를 만들기 위한 기초설계를 만
들 수 있을까요?

1. 피라미드는 외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피라미드의 정면, 측면, 평면을 ‘피라미드 살펴보기’코너에
그려 봅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바닥에는 어떤 도형을 만들어야 될지 생각해보고 해당도형을
만드는 조건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2. 주어진 시간은 5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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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기초다지기

내가 건축 담당자라면…

피라미드 살펴보기

정면

평면

측면

‘평면’의 도형을 만드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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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기초다지기

내가 건축 담당자라면…

3. 각 팀 별로 4m줄과 6개의 말목을 이용하여 한 변이 10m인 피라미드의 기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그려 보도록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20분 입니다.

피라미드 설계 계획하기
준비 재료

4m 줄 1개, 말목 6개, 망치 1개

4. 설계를 기초로 직접 운동장에 피라미드 기초를 만들어 봅니다. 시간은 40분 이며, 끝난 후 다른 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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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기초다지기

내가 건축 담당자라면…

피라미드 설계하면서 느낀 소감
피라미드 이야기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묘의 한 형식으로 사각추형(삼각뿔)의 구축물을 말합니다.
가장 큰 피라미드인 쿠푸왕의 피라미드의 밑변의 길이는 동서남북 각각 230.391m, 230.357m,
230.454m, 230.253m, 높이는 137.8m 로 오늘날 사용되는 토털스테이션, GPS 등과 같은
정밀측량기구도 없이 만들어낸 놀라운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거대한 피라미드를 완공하였다면
전문가로서 어떠한 느낌이 었을까? 소감을 기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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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기초다지기

내가 설계 감리사라면…

2. 피라미드의 기초 확인하기

상황제시

당신은 피라미드 건설 를 건설하는 현장의
설계감리자 입니다. 설계 감리자는 설계
가 제대로 되었는지, 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
는지 확인하는 사람으로 20m 줄자를 이용하
여 바닥에 그려놓은 10m*10m의 피라미드
기초가 올바른지 점검해 보세요

1. 피라미드의 밑변의 모양을 확인해 보고 팀별 토론을 통해 피라미드의 기초를 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을
‘피라미드 기초 점검하기’코너에 그려보도록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20분 입니다.

피라미드의 평면 성질
평면 모양 그리기

§ 피라미드는 한변의 길
이가

m 이고

§ 각 모서리는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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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차시 : 기초다지기

내가 설계 감리사라면…

피라미드 기초 점검 하기
준비 재료

20m 줄자 1개

10m

2. 점검 계획이 끝나면 다른 팀이 만든 피라미드의 기초가 잘 되었는지 줄자를 이용하여 각 변의 길이
를 측정하고 20m줄자를 이용하여 직각여부를 점검해 기재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40분 입니다.

직각( O , X )

m

직각( O , X )

m

팀
피라미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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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 O , X )

m

직각( O , X )

1차시 : 기초다지기

내가 설계 감리사라면…

3. 응용해 보기
피타고라스의 정리 살펴보기

§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
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길이의 제곱과 같다.

c
a

b

 +
경사거리 구하기

= 
§ 주어진 시간은 10분 입니다.

A에서 B까지의 경사거리를 구하는 계산식을 써보세요

B
계산식
30m
A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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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기초다지기

내가 설계 감리사라면…

감리를 하면서 느낀 소감

줄자를 이용하여 직각임을 증명하는 체험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기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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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하는 측량 체험

호수 건너편까지의 직선거리는 얼마인가?

1. 정밀측량기계로 측량하기
상황제시

마을 주민들이 호수에 노니는 물고기들
을 편하게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작
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보행데크를 만들
고자 합니다. 보행데크를 설치하고
자하는 A지점과 B지점은 약 10m내
외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야 하지
만 호수를 직접 건널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20m의 줄자와 말
목 5개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정
확한 거리를 잴 수 있을까요?

A

호수

B

1. 각의 성질, 이등변삼각형에 대해 알아 보고 ‘각의 성질’ 코너에 알맞은 답안을 기재 합니다. 주어진 시
간은 5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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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실력 쌓기

호수 건너편까지의 직선거리는 얼마인가?

각의 성질 알아보기

01

각의 성질

a

§ 직선 2개가 교차하여 만들어진 a, b, c, d 중 서로

d

b

같은 각이 있다? Yes, No

c

§ Yes라면 a =

b=

.

02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A
§ 이등변 삼각형 이라면 직선
10m

10m

와

는 같다.

§ A점으로부터 수직이등분선을 만들었을 때
BC의

그

을 지나고

를(을) 이룬다.

C

B

03 합동과 닮음꼴
§ 괄호에 ‘합동’, ‘닮음꼴’을 알맞게 써 넣으시오

(

)

(
C

A

)
C

A

P

P
D

B

B

D

§ AP:BP = AC:DB

§ AC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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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실력 쌓기

호수 건너편까지의 직선거리는 얼마인가?

2. 장애물이 중간에 있는 AB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재료를 참고하여 설계해 봅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 입니다.

관측방법 설계하기
준비 재료
줄자 1개(20m), 항목 5개, 망치1개, 종이박스(호수) 1개

A

B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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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실력 쌓기

호수 건너편까지의 직선거리는 얼마인가?

3. 주어진 준비물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을 하고 측량내용을 기록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40분 입니다.

현장체험하기
준비 재료
줄자 1개(20m), 항목 5개, 망치1개, 종이박스(호수) 1개

A

B

호수

m

4. AB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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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실력 쌓기

호수 건너편까지의 직선거리는 얼마인가?

2. 합동 & 대칭에 대해 좀 더 알기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을 짜고 반으로 접어서 만들었던 “데칼코마니＂는 대표적
인 대칭 입니다. 대칭이면서 합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크기,
모양의 도형이 2개 이상이 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물에 비추인 자연 풍경이지요 아래의 사진
과 같은 멋진 풍경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검색어 는? ‘호수에 비친＇

출처 : Pixabay.com : Skitterphoto(상업용 용도 무료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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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실력 쌓기

호수 건너편까지의 직선거리는 얼마인가?

현장측량을 하면서 느낀 소감

줄자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두 점간의 거리를 재어보는 체험을 하고 느낀 소감을 기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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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측량실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측량체험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측량과 관련된 어플

1. 팀별로 아래의 측량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읽고 관련 어플을 설치하여 한번씩 작동해 보고 토론하여
활용용도를 ‘스마트폰 어플 활용계획서’코너에 기재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측량이란?

측량이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형상을 측정하여 지도나 도면을 만들어 계
획 또는 시공하는데 이용한다. 측량은 기본적으로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여 상대
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특히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라는 국가도면
에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토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남의 땅에 집을 짓거나 나무를 함부로 심지 못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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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측량실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측량체험

어플 활용 계획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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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측량실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측량체험

2. 임의의 위치에 항목 2개를 설치하고 두 지점간의 거리를 Smart Measure App로 측정하고, 줄자로 측정
하여 둘간의 거리를 기재한다. 주어진 시간은 10분 입니다.

Smart Measure 활용
준비 재료
스마트폰(Smart Measure App 설치), 항목 2개, 망치 1개, 줄자 20m 1개

스마트폰 측정거리 :

m

줄자 측정거리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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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측량실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측량체험

3. 앞에 설치한 두 점과 예각 삼각형이 되도록 임의의 점을 설치하고 항공계기판-속도계 어플을 활용하여
각 점의 내각을 관측하고 내각의 합이 삼각형의 성질과 맞는지 확인한다. 주어진 시간은 10분 입니다.

항공계기판-속도계 활용
준비 재료
스마트폰(항공계기판-속도계 App 설치), 항목 1개, 망치 1개, 줄자 20m 1개

도

도

도+

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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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도

3차시 : 측량실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측량체험

2. 정밀 측량 장비로 각을 측정 하기
4. 앞에서 관측한 3점 중 한 점에 측량장비(데오도라이트)를 설치하여 내각을 정확히 관측하여 기재하고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결과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 입니다.

항공계기판-속도계 활용
준비 재료
데오도라이트 1대

도

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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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측량실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측량체험

3. 각과 거리를 이용하여 도면을 만들기
지상에 측량을 위한 기준점을 설치하면 기준점에 측량장비를 세우고 각과 거리를 측량하여 도면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운학동지적도제2호축척1200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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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측량실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측량체험

5. 지도 또는 도면이라는 단어로 연상되는 내용을 마인드 맵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활용방법을 각 팀별
로 발표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도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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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을 메모합니다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