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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

1. 기관명: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2. 기관소개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소속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은 국내 유일한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최첨단 기술교육과 현업에 적용 가능한 실 질 적 인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임
- 교육원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 등의 직 무 전 문 교 육 을 공 사
직원, 공무원, 민간업체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전문 교육을 개발·운영해 왔음
- 교육과정 개발뿐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한 지적정보를 공유하고 지 적 측 량 분 야 국 제
교 류 강화를 위한 외국인 기술교육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공기업으로서 교육기부를 통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초중고 대 학 생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 관련분야에 대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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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가. 특징
1)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 전문교육 시행
- 공간정보, 위성활용, 측량이론 및 체험분야 등 다양한 국토정보 분야 전문지식 전달
•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국토여행(공간정보), 위성타고 여행가자(위성활용), 재미
있는 측량이야기(지적측량), 함께하는 측량체험(지적측량 체험)

2) 학문간 통섭교육
- 지리 + 예술
•

실내공간정보를 활용한 여행계획 세우기, 인터넷 지도를 활용한 가장 가까운 거리
찾기 등은 공간정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별활동을 통해 내가 꿈꾸던 여 행
그리기, 여행계획 세우기 등 창의성과 협동심을 발휘하는 STEAM 교육의 기본 방
향성에 충실

- 과학 + 공학
•

나만의 모형 위성만들기 등은 국토정보의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 또한 위성
영상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그 작동원리도 공부할 수 있음

•

측량장비 만들기는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측량에서 필요한 요소들의 특징을살펴보고
그 원리를 이해함으로 측량에 대한 이해를 도모

- 국토정보 + 직업체험
•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의 활동을 일부 체험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멘토링 시간을 통해 국토정보 분야 및 국토정보교육원의 전문인으로써 진로선택에
도움

나. 장점
1) 국토정보교육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 적극 활용
- 국내유일의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 전문기관으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국 토 정 보
관련 교육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정보교육원 내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 전문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는 다양한 물적 인프
라가 구비되어 있다.

시설개요

국토정보교육원
국토정보박물관

추진교육

•

지적측량 등 국토정보 관련 다양
한 사료를 탐색함

•

1910년 이후 지적측량에 사용된
각종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음

사진

시설개요

추진교육

국토정보교육원
국토정보 체험장

•

지적측량 등 측량장비를 비롯한 다
양한 현장체험이 가능함

국토정보교육원
멀티미디어실

•

최신의 국토정보기술 등 전문 SW
와 각종 시청각 교육을 실시함

국토정보교육원
국토정보 관련 장비

•

국내 최고수준의 국토정보 관련 장
비를 보유하고, 교육에 활용함

국토정보교육원
일반 강의실

•

각종 토론, 세미나 등 각종 워크샵
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임

•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 관련 전문
서적 대여 가능

•

자기개발 등 교양과목 서적 대영
가능

•

체력단련실, 탁구장, 테니스장 등
교육생 심신을 위한 체육활동

•

필요시 숙박 시설 이용가능

국토정보교육원
국토정보 도서관

국토정보교육원
기타 편의시설
(숙소, 체육시설 등)

사진

5. 운영 프로그램 요약
프로그램명

진행시간

운영기관(장소)

운영대상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국토여행
(공간정보)

7H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경기도 용인)

중고교

위성타고 여행가자
(위성영상)

7H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경기도 용인)

중고교

재미있는 측량이야기
(지적측량)

4H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경기도 용인)

중고교

함께하는 측량체험
(측량체험)

3H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경기도 용인)

중고교

6.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참가 학생 모집 방법

- 모집방법: 홈페이지 공지 및 교육기관 공문 발송
- 신청방법: 국토정보교육원 홈페이지(http://www.lxcti.or.kr) 또는 메일
(chungsig@lx.or.kr)로 접수
- 모집방법: 학교단위 모집, 학교 소속 교사를 통한 모집(중복지원 가능)
- 신청서 양식(6쪽)첨부양식 참조

7.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참가 학생 모집 방법

- 모집방법: 홈페이지 공지 및 교육기관 공문 발송
- 신청방법: 국토정보교육원 홈페이지(http://www.lxcti.or.kr) 또는 메일
(chungsig@lx.or.kr)로 접수
- 모집방법: 학교단위 모집, 학교 소속 교사를 통한 모집(중복지원 가능)
- 신청서 양식(6쪽)첨부양식 참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STEAM 아웃리치 참가 신청서

학교 명
학교주소
사 진
교사

교사 성명
핸드폰
E-mail
포로그램명

프로
그램
참가요청일자

프로그램 내용

신청

미신청

신청시간

지적측량(재미있는 측량이야기)
공간정보(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국토여행)
위성영상(위성타고 여행가자)
측량체험(함께하는 측량체험)
본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STEAM 아웃리치에 참가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

교사 성명: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STAEM 아웃리치 담당자 귀하

(인)

신청기관 소개서
학

교

교사 성명

1. 학교소개(규모, 특·장점 등)

2. 지원동기(선정되어야 하는 이유)

(인)

교사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포함)

1. 본인은 본인 소속 학교가 한국국토정보굥사 국토정보교육원 STEAM 아웃리치에 지원하는 것에 동의
했음을 서약합니다.
(동의 시 V 표시)
2. 본인은 참가신청 학교의 교사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STEAM 아웃리치예 지원하는
학생을 참여 목적에 맞게 모집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시 V 표시)
3. 본인은 본 프로그램 진행시 학생 또는 학교 사정으로 인해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학교 또는 본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V 표시)
4. 본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STAEM 아웃리치의 전체교육과정에 결석 없이 성실히
참여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동의 시 V 표시)
5. 본인은 참가신청 학교의 교사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STEAM 아웃리치 진행 시 상시
적으로 필요한 정보 또는 내용을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V 표시)
6. 본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STEAM 아웃리치에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고, 참가학생 ·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동의 시 V 표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프로그램 진행, 안내문 송부, 본인 확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종료 또는 개인이 삭제요청
시까지 보유

학

교

교사 성명

(인)

과 정

프로그램 명
적용학년/시기

매 뉴 얼

위성타고 여행가사[위성영상활용]
중등(1~3학년), 고등(1~2학년)

관련과목

지구과학, 수학, 한국지리, 세계지리

관련단원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도시지역 변화 및 대도시권의 확대
-지역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독도와 간도,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우리나라 지역의 이해

1. 주제 및 제작의도

위성영상처리 분야는 영상에서 미세한 차이점을 분석하고 지상 물체들 간의 차이점을 비교
하여 필요한 공간정보를 취득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이다. 지표면에
서 입사한 태양광선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그 빛을 이용하여 대상처리를 하는 동안에 불필
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지구 형상 및 지표면과의 대조를 정확히 이루는 모든 과정을 위성영
상처리라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위성(Satellite)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을 이해하고 영상체험을 통해 우리 국토의 변화 모습을 경험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모형 위성을 만들어 봄으로써 새로운 즐거움과 창의적 생각을 넓힐 수 있
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2. 학습 목표
가. 위성(Satellite)의 폭 넓은 활용분야를 이해할 수 있다.
나.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을 통해 원격탐사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다. 영상 비교 체험을 통한 우리국토의 변화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라. 모형 위성 만들기로 창의적 생각을 넓힐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S: 인공위성의 궤도원리, 가시광선과 지구 과학
T: 인공위성 센서·안테나 활용 기술
E: 인공위성의 공학적 원리
A: 위성 모형 만들기·그리기·한반도 그리기· 과거와 현재 모습 변화
M: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속도·방향, 빛의 속도

4. 국토정보 STEAM 단계 요소

1 ~2
차시

상황제시
- 내가 생각하는 위성이란?
- 위성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가?
- 위성을 타고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떤 위성을 선택할 것인가?

위성여행
준비하기

창의적 설계
- 우리나라 위성의 궤도를 상상해보고 지구 주위를 중심으로 위성 궤도를 그려보기
- 궤도 위에서 위성 영상을 어떤 절차로 취득하는지 그림으로 상상해 보기

감성적 체험
- 위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팀원들과 공유하기
- 시청각 자료를 통해 위성 발사부터 영상 취득하는 전체적인 절차 체험하기
- 해상도란 무엇이며 차이점을 살펴보기

3~4
차시
상황제시
- 위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돌고 있을까?
- 내가 만일 인공위성 기술자라면 난 위성을 이렇게 만들겠다.

창의적 설계
- 내가 알고 있는 또는 상상 속의 위성을 종이 위에 그려본다.(팀 빌딩)
- 모형위성을 조립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성과 차이점을 설계해 본다.

감성적 체험
- 조립·완성한 모형위성의 특징을 분석해 보며 장·단점에 대해 토론해 본다.
- 다른 친구들이 만든 모형위성과 비교해 보며 차이점을 토의해 본다.

모형위성
만들기

5 차시
상황제시
- 하늘은 왜 파랗게 보일까요?
-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왜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일까요?

태양 에너
지의 종류

창의적 설계
-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상상해 본다.
-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빛의 파장대별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토의 해 본다.

감성적 체험
- SF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과 실생활에서 쓰여지는 빛 에너지를 찾아본다.

6 차시
상황제시
- 지난 40년간 우리 국토는 얼마나 넓어졌는지 상상해 볼까요?
- 가장 뚜렷하게 변한 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봅시다.

우리 국토의
변화상

창의적 설계
- 새만금 사업과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면적은 얼마나 넓을지 생각해 본다.
- 벚꽃 개화시기가 왜·얼마나 빨라졌는지 그 이유를 토의해 본다.

감성적 체험
- 등시선을 통해 벚꽃 개화시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시각자료를 이용해 확인해 본다
- 전국 도시화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료를 통해 체험해 본다.

7 차시
상황제시
- 내가 가고 싶은 도시로 사이버 여행을 다녀본 적 있나요?
- 지금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각자 얘기 해 봅시다.

창의적 설계
- 위성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상 공간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내 손안에 작은 스마트폰에 유명한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담아 본다.

감성적 체험
- V-World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명 관광지를 찾아가 본다.
- 지도 서비스와 3D 실내지도, 모바일 앱을 통한 사이버 세계여행을 체험한다.

사이버 세계
여행

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1~2
차시

과목

한국
지리

단원

지리정보

주제

위성여행
준비하기

학습내용
S
S
S
S

A
T
TA
TA

위성이란 무엇인가?
위성의 속도와 궤도의 이해
위성영상 취득 모습과 활용사례 모색
우주에서 우리가 얻을 수는 정보를 파악

우리나라의 위성의 종류와 그 사례를 통해 실
생활에서 사용되는 위성의 활용방안과 필요성을
인식한다.
SA

3~4
차시

기술

창의교육

모형위성
만들기

S TA
S TA

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그 특징에
대해 인식
내가 만들고 싶은 위성에 그려보기
모형위성을 만들어 보고 서로 만들어 본
위성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발표하기

교재에 제시된 모형 만들기 가이드를 참고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S T E M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의 종류에대해인식
S T E A M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쉬운 전자에너지에

5차시

지구
과학

천체관측

태양 에너
지의 종류
와 활용

S T E

대해 탐색
위성영상이 적용되는 산업에 대해 이해

자연의 빛을 어떻게 활용되는지 영상을 통해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농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동영상을 통해 위성
영상이 적용되는 산업을 알아본다.
S T E M 40년 전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상상해 보기
S T E A M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의 면적을 이해

6차시

지구
과학

아름다운
한반도

우리국토
변화상

S T E

과거 한반도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도출

40년 전 한반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본다.
S T E A V-World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국토 한번에

7차시

-

창의교육

사이버
세계여행

보기
S T E A 지도 서비스와 3D 실내지도, 모바일 앱을
통한 사이버 세계여행을 체험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여행
을 떠날 수 있다.

6. 차시별 교수 학습 과정

위성의 활용
과목

위성여행 준비하기

수업차시

단원

한국지리, 지리정보

학습목표

- 위성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궤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과정

도입

학습활동

교수학습활동
- 팀 빌딩(15분)
- 내가 생각하는 위성이란?(5분)
- 팀 빌딩(5분)을 통한 팀간 토의 시간 및 의견 청취(5분)
-S A 위성이란 무엇인가?
-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궤도 및 센서를 이용해 영상을 취득
하는 절차(10분)
- 위성의 유형을 통한 우리나라 대표 위성
- 설명 후 학생들에게 위성 명이 있는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지도(10
분)
-S T 위성의 속도와 궤도 이해
-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성 신호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토론(10분)
-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5분)
- 우리나라의 대표적 위성은 무엇이 있나(10분)
- 외국 외성 중 지구관측위성으로써 대표적인 위성과 다른 위성과의
비교(10분)
-S T A 우주에서 우리가 얻을 수는 정보를 파악
- 시청각 자료를 통해보는 지구관측 방법(10분)
- 해상도란 무엇이며 해상도별 영상의 선명도 체험(10분)

-S T A 위성영상 취득 모습과 활용사례 모색
마무리

지도상의
유의점

- 위성 궤도와 활용 목적별 우리 나라 대표 위성 상기(5분)
- 해상도별 영상의 선명도(5분)

- 위성에 관련된 용어(궤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 첫 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

1~2/7

준비물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교보재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모형위성 만들기
과목

모형위성 만들기

단원
학습목표

수업차시
고등학교 공업일반, 창의교육

- 위성의 모양을 비교하며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팀별 토론을 통해 팀웍을 키우고 발표를 통해 발표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S A 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그 특징에 대해 인식

도입

3~4/7

- “내가 인공위성 기술자라면＂이라는 시간을 갖고 학생들이 가진 생각
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고 설명(5분)

준비물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교보재, 색연
필

S T A 내가 만들고 싶은 위성에 그려보기

학습활동

- 팀 당 5~6명으로 조원을 구성(3분)
- 팀 빌딩에 맞게 조장 등 분장을 나눔(2분)
- 팀 별로 아리랑 위성을 교보재 위에 색연필을 이용하여 그려 보게
함(15분)
- 팀에서 그린 위성에 대해 특성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앞에서
설명(25분)
- 어느 팀의 아이디어가 괜찮은지에 대한 선정 및 마무리(5분)
S T A 모형위성을 만들어 보고 서로 만들어 본 위성의 특징에 대해 이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교보재, 색연
필

야기 나누고 발표하기
- 모형위성 조립하기 설명 및 시작(25분)
- 각자 조립한 위성과 내각 생각했던 위성의 특성 비교 발표 및 아리
랑 2호와 3호 모형위성의 차이점을 서로 비교(15분)
S TA

마무리

지도상의
유의점

전체적인 창의적 생각에 대해 자신감 심어주기

- “내가 인공위성 기술자라면＂이라는 시간은 위성을 이해하고 위성영
상을 취득·활용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점을 강조(5분)

- 발표자의 설명을 경청하게 하고 비난이나 야유가 없도록 사전 교육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교보재, 색연
필

태양 에너지의 종류와 활용
과목

태양 에너지의 종류와 활용

단원
학습목표

- 전자기 스펙트럼의 범위와 그 특성을 주변기기와 접목해서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활동
S T EM

- 질문을 통해 호기심 자극(10분)
(하늘이 왜 파랗게 보일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일까,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왜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일까)

마무리

지도상의
유의점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쉬운 전자에너지에대해탐색

- 가시광선의 파장대를 기준으로 장, 단파를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비를 예를 들어 설명(20분)
- 각각의 파장이 우리의 생활과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토
론과 공유(15분)

S T E

준비물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인식

S T E AM

학습활동

5/7

고등학교 지구과학, 천체관측

학습과정

도입

수업차시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교보재, 포스
트잇

위성영상이 적용되는 산업에 대해 이해

- 토론과 의견을 중심으로 생활 속 편의 시설 및 장비를 정리(3분)
- 다음 차시 예고(2분)

- 전자기 스펙트럼에 대해 생소할 수 있으니 쉽게 설명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교보재, 포스
트잇

사이버 세계여행
과목

우리국토 변화상

단원
학습목표

- 우리 국토의 면적과 인구 수를 설명할 수 있다.
- 40년간 우리 국토의 변화 모습을 보고 특정 지역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활동
S T EM

지도상의
유의점

준비물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시청각자료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의 면적을 이해

- 지난 40년간 우리 국토의 변화상을 영상으로 소개(10분)
- 새만금 사업과 영종도와 같이 우리 국토의 변화모습을 설명하고 도
시화와 연간 기온상승으로 인한 개화 시가가 왜 빨라졌는가에 대해
논의 해 본다(20분)
-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과일 등과 같은 특산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본다(10분)

S T E

마무리

40년 전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상상해 보기

- 지난 40년간 우리 국토의 변화상과 그 변화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5분)

S T E AM

학습활동

6/7

고등학교 지구과학, 아름다운 한반도

학습과정

도입

수업차시

과거 한반도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도출

- 우리나라 면적과 인구 수가 세계 몇 위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
- 위성영상을 이용한 국토 변화모습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준다.(5분)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시청각자료

마이크, 빔 프
로젝트, 볼펜,
칠판, 컴퓨터
시청각자료

사이버 세계여행
과목

사이버 세계여행

단원
학습목표

7/7

공간분석 체험(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방문교육)
-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다방면으로 활용성을 확인하고 체험한다.
- V-World를 이용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나만의 세계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T EA

도입

수업차시

사이버 콘텐츠에 대한 이해

- V-World의 사용 목적과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다.(5분)

V-World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국토 한번에 보기
S T E A 지도 서비스와 3D 실내지도, 모바일 앱을 통한 사이버 세계여
행을 체험한다

준비물
컴퓨터, 칠판,
마이크, 포스
트 잇, 프로젝
트

S T EA

학습활동

- V-World에서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도를 통해 내가 가고 싶은 도시
로 사이버 세계여행을 떠난다.(10분)
- V-World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 본다.(10분)
- 보고 느낀 점을 팀 별로 토의하여 장·단점 및 향후 활용성에 대한 아
이디어를 공유(20분)

컴퓨터, 칠판,
마이크, 포스
트 잇, 프로젝
트

S T E A 사이버 세계의 가공·분석에 대한 활용 강조

마무리

지도상의
유의점

- 모든 과목의 마지막 시간으로 위성영상을 이용한 분석·가공·활용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5분)

- 지도선택, 관심지역 검색 등 학생들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찾아보
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에 초점을 둔다.

컴퓨터, 칠판,
마이크, 포스
트 잇, 프로젝
트

수업자료

국토정보
STEAM
아웃리치
..
위성 타고 여행가자

활동 목표
• 위성(Satellite)의 폭 넓은 활용분야를 인식한다.
•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을 통해 원격탐사 원리를 이해한다.
• 영상 비교 체험을 통한 우리국토의 변화모습을 경험한다.
• 모형 위성 만들기로 창의적 생각을 넓힐 수 있다

팀 편성하기

팀 빌딩(Team Building)
위성타고 여행가자 과정은 대부분 팀 과제가 진행됩니다. ① 5~6명의 팀을 구성하고 ② 팀원의 역할을
정하고 ③ 팀의 그라운드 룰(Ground Rule)을 정합니다. [소요시간: 15분]

1. 우리 팀의 이름과 팀원 역할 정하기
가이드라인
① 5~6명의 1개 팀이 될 수 있도록 팀을 편성합니다. 팀 편성 시 이름순, 번호순 등 자유롭게 편성하셔도 됩니다.
② 학생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팀장 및 팀원의 역할’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역할을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팀장 및 역할별 팀원이 정해지면 네모 칸 안에 이름을 작성 하도록 설명해줍니다.
단 팀 인원이 6명이 아닐 경우 그 역할을 자유롭게 배정하시면 됩니다. 단 팀장은 반드시 1명 입니다.
(예시) 팀 인원이 5명일 경우 분위기 담당 역할을 빼거나 혹은 자리정돈 담당이 분위기 담당 역할을 겸함
팀 인원이 7명일 경우 필기담당을 2명으로 지정
③ 조의 특징을 살려 팀 명을 정하되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경우 지도교사가 임의적으로 1조, 2조 등으로 지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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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① 팀 별 활동이 진행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약속을 3~4가지 정하도록 합니다.
② 행동 약속은 팀 별 자유롭게 정하되 아래 제시된 예시를 통해 학생들이 좀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팀 행동 약속이 정해지면 모든 학생들이 본인 교재에 작성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우리 팀 행동 약속(Team Ground Rule)
①

발표는 돌아가면서 하기

②

다른 사람이 의견 낼 때 시비 걸지 않고 경청해주기

③

수업 시간 1분 전에는 자리에 착석하기

④

발표가 끝나면 큰 박수 쳐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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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위성여행 준비하기

위성 이란 무엇인가?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성’에 대한 ‘아이스브레이킹(Ice-breaking)’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위성이란 어떤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아이들의 이해수준을 이해합니다.

1. 내가 생각하는 위성이란?
가이드라인
①
②
③
④

다름의 01, 02 밑줄에 학생 본인이 생각 하는 것을 적도록 합니다.
팀 별 공유 할 수 있도록 지도 합니다.
팀에서 가장 독특하거나 정답일 것 같은 것 한가지 의견을 선정하여 발표 하도록 합니다.
팀 별 의견을 듣고 위성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칭찬해줍니다.

01

‘위성’ 이라는 말을 들으면 ______________ 가 생각이 난다
(예시) 수성·금성 등 다양한 행성들 , 우주, 남극 탐험, 복잡한 기계, 첨단 기술 …

02

쉬운 말로 풀어 쓰는 ‘내가 생각하는 위성 이란’

‘위성’ 이란 ______________ 이다.
왜냐하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시) ‘역사(history)’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같다.

* 위성이란 행성의 인력에 의해 그 주위를 선회하는 천체를 말한다.
* 현재 태양계에서는 수성과 금성의 위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 밖의 행성은 모두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 일반적으로 모행성에 비해 지름은 수십분의 1, 질량은 수분의 1이하이며 지구의 위성인 달은 예외로
서 지름은 지구의 약 ¼, 질량은 1/81이다.
* 달을 제외하고 다른 행성에도 위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G.갈릴레이로 1610년에 목
성의 4개 위성을 관측했으며 오늘날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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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위성여행 준비하기

위성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을까?
이번 시간은 인공위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습득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우
리나라 및 외국의 인공위성 사례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합니다.

2. 위성의 궤도
가이드라인
①
②
③

1~2차시에서 다룰 예정인 전체적인 내용인 궤도와 위성영상 취득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성 궤도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합니다.
위성영상 취득 절차는 A~G까지로 표현되며 자연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되는 수동센서(Passive Sensor)
와 인공위성에서 전자기파를 사용해서 인위적인 빛을 받는 능동센서(Active Sensor)는 지구관측 위성 센
서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D:센서에 해당합니다.

[ 위성 궤도에 따른 분류]*

[ 센서를 이용한 영상 취득]*

A: 에너지원
B: 대기와의 상호작용
C: 목적물과의 상호작용
D: 센서
E: 정보 송,수신 및 기록
F: 데이터 프로세싱
G: 정보 표현 및 분석

[ 위성영상 취득 절차]
[출처: http://www.eo-miners.eu/earth_observation]

*[출처]
https://www.google.com.au/search?q=geosynchronous+orbit&biw=1920
&bih=934&source=lnms&tbm=isch&sa=X&sqi=2&ved=0ahUKEwjf4Y77
ovHJAhWj4KYKHSYZDm8Q_AUIBigB#imgrc=ELzQN5iHDBRVGM%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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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위성여행 준비하기

위성이 움직이는 길
위성의 궤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궤도의 종류
가이드라인

① 궤도는 크게 4개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② 궤도라는 용어가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으므로 아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합니다.
③ 궤도의 종류 설명이 끝나고 나면 ‘[위성-교보재 Q1~2]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를 활용하여 학
생들에게 다시 한번 학습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 궤도: 경로라고도 부르며,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는 물체가 그리는
운동궤적인 폐곡선을 궤도라 하기도 한다.

극궤도(Polar Orbit)
- 지상에서부터 약 550~700km 사이의 인공위성 궤도
- 위성이 궤도운동을 하는 천체의 남북극 또는 남북극 상공을 매번 통과하는 궤도
- 천체의 적도와는 90도 또는 90도에 매우 가까운 각도
- 지도 제작 위성, 지구 관측 위성, 첩보위성, 일부 기상 위성의 궤도로 사용

저궤도(Low-earth orbit_LEO)
- 지상에서부터 약 500~1500km까지의 인공위성 궤도
-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지구를 돈다.(지구 한 바퀴 도는 시간 약 90~100분)
- 지구자원탐사용, 해양 및 기상 관측용, 군사 목적의 첩보수집용

정지궤도(Geostationary Earth Orbit, GEO)
- 지상에서부터 약 36,000km의 인공위성 궤도
- 지구의 자전주기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 지구에서 보면 정지한 것처럼 보여 정지궤도라 함
- 자전하는 지구와 상 대적으로 항상 일정한 위 치에 있어서 지구동기궤도(Geosynchronous
Orbit_GSO)라고 부르기도 한다.

태양동기궤도(SunSynchronous Orbit)
- 지상에서부터 약 600~800km의 인공위성 궤도
- 궤도면의 회전 방향과 주기가 지구의 공전 방향 및 주기와 같은 궤도
- 기상 위성, 첩보위성, 태양빛을 이용해 대기나 해양의 상태를 살피는 위성 등
- 위성의 궤도면을 하루에 약 1도씩 동쪽으로 옮김으로써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 23 -

1차시: 위성여행 준비하기

왜? 인공위성을 사용할까?
위성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활용목적과 우리나라 대표 위성을 접목시키고 먼저 설명한 궤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4. 위성의 유형
가이드라인

① 위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용위성, 과학기술위성, 군사/첩보 위성으로 구
분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② 위성의 따라 두드러진 활용 목적이 구분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대표 위성에 대해 설명합니
다. 학생용 교재에는 우리나라 대표 위성이 빈칸으로 처리 되어 있으며, 선생님이 설명을 다하시고
난 후 학생들에게 해당(우리나라 대표 위성)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③ 퀴즈를 통해 무궁화 위성과 과학위성, 아리랑 3a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 시켜 줍니다.(교보재
Q3~6)
활용목적

우리나라 대표
위성

비고

지구관측위성

지표면의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

아리랑위성
(KOPMSAT)

극궤도,태양동기간궤도
고도 550~700km

해양/기상위성

해수면 온도분포
해양정보 및 기상 상태 파
악

천리안위성

정지궤도(지구동기궤도)
고도 약 36,000km

통신/방송위성

통신 중계 및 방송

무궁화위성

정지궤도(지구동기궤도)
고도 약 36,000km

항법위성

정확한 위치 파악

구분

실
용
위
성

중궤도
고도 약 22,000km

과학기술위성

우주공간 관측 및 행성 조
사

군사/첩보위성

군사, 첩보,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

과학기술위성

극궤도,태양동기간궤도
고도 600~690km
저궤도(목적별 다름)
고도 300~500km

[실용위성]
• 항해 중의 선박이나 비행기에 현재의 위치를 알리는 항행위성
• 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측지위성
• 우주로부터 지상의 구름 분포나 태풍의 동향 등을 관측하는 기상위성
• 태평양이나 대서양 상공에 정지하여 텔레비전이나 전화 등의 세계적인 우주중계를 하는 통신위성
• 우주에서 지구상의 자원을 탐사하는 자원탐사위성
[과학기술위성]
• 과학 관측 등을 목적의 위성
• 순수 지구과학 연구 및 상업적 위성을 개발하기 앞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하
는 과학실험 연구위성
• 지구 자체의 특성과 지구 대기의 물리적 현상의 연구를 위한 위성
[군사/첩보위성]
• 핵 시설이나 미사일 발사기지 등 군사시설을 정찰하기 위해 저고도로 목적지 상공을 선회하면서
사진을 촬영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위성(군사위성)
• 상대국의 활동을 정찰하기 위하여 쏘아 올린 인공위성으로 스파이위성이라고도 부른다.(정찰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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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위성여행 준비하기

인공위성은 몇 개나 될까?
1957년 이후 전 세계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위성의 개수
가이드라인

① 인규가 지금까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② 인공위성 개수보다 우주 쓰레기로 명명되는 수백 억 개의 잔해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1957년 10월 4일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발사 이래 현재까지 쏘아 올려진 위성은 23,000
여 개에 이른다. 냉전이 종식되기 전 까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목적 인공위성의 수가 극비로 되어 있
어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23,000개로 추정 되어지는 위성의 대부분은 우주 쓰레기로 분류
된다. 통신, 과학, 군사, 첩보, 무기, 왕복 등의 명확한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는 인공위성은 1000개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미국 국방부의 우주감시망(SSN)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주의 위성궤도에 남
아 있는 인공위성 및 로켓파편 등은 약 7000여 개로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15~20%라고 한다. 나머지 80여%의 인공위성을 포함한 전체 우주쓰레기의 수는 약 350만개이다.

[ 지구 위를 떠도는 위성과 우주쓰레기 모습을 그린 상상도]
[출처: http://blog.naver.com/zpzg47?Redirect=Log&logNo=301321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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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위성의 종류와 활용

우리나라 인공위성
우리나라 위성 중 최근에 쏘아 올린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KOPMSAT 3A)는 2015년 3월 26일
성공리에 발사되었으며, 55cm급 해상도와 밤에도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우리나라 위성
가이드라인

① 우리나라 대표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에 대해 소개합니다.
② 최근에 쏘아올린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KOMPSAT-3A)호는 위성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위성의 성능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긍심을 넣어 줍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 육성을 목적으로 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니 역사가 짧은 편이다.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이 시작되었다.
인공위성 분야는 우주 개발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돼 1992년 우리별 1호를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
는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인공위성 보유국이 되었다.
우리나라 위성 중 최근에 쏘아 올린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Kompsat) 3A”호는 지구상공 약 528km
에서 음속 20배의 속도로 관측하는 국내 최초의 적외선 위성인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
과 98분 소요되는 지구관측 위성이다.

Kompsat2

Kompsat3

Kompsat5

Kompsat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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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위성의 종류와 활용

외국의 인공위성
외국의 경우 아주 오래 전부터 위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취득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구관측위성으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Landsat위성으로서 지구관측을 위한 최초의 민간
목적 원격탐사 위성입니다.
프랑스의 SPOT 위성은 처음부터 실험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개발되어 현재도 상업용 위성영상 이미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갖고 사용되고 있는 외국의 지구관측 위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3. 외국의 위성
가이드라인

① 외국의 대표위성을 소개합니다.
② 지구관측 위성 중 대표적인 미국의 랜드샛(Landsat)위성의 외형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는 명치에 대한
용어정리를 하고 우리나라 위성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종 류
Landsat
SPOT

특

지구관측을 위한 최초의 민간목적 원격탐사 위성(미국)_아래 그림
실험용이 아닌 상업용 목적으로 개발(프랑스)

IKONOS

최초의 상용 고행상도 위성(미국)

Geoeye

가장 정밀한 공간해상력 사업용 위성(미국)

Quick Bird

성

대축척 지도제작을 가능하게 하여 위성영상 지도제작 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함
(미국)

[출처: NASA]

용어정리

•

ETM+ : Landsat 7호 위성부터 사용된 고도화된 공간해상도 센서

•

Instrument Aperture : 카메라 렌즈에 사용되는 조리개 역할

•

Solar Array : 태양 에너지로 동력을 축적하는 태양 전지 판

•

Gimballed Antennas : 안테나가 기울어져도 자이로스코프를 정립 상태로 유지해주는 지지장치

•

Full Aperture Calibrator : 조리개 등의 구경을 측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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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위성의 종류와 활용

지구관측 방법
발사대에서 떠난 위성은 불과 수십 초 만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고 수 분만에 우주상공으로 날아갑니다.
지상 기준국과의 첫 번째 통신으로 그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웅장한 모습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알아봅니다.

4. 지구관측 방법
가이드라인

① 시청각 자료를 통해 위성의 발사 장면부터 지구관측을 통해 지도를 만드는 전 과정을 함께 시청해 봅
니다.
② 시청이 끝나면 학생들과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이야기 해 봅니다.
③ 시청각 교육에서처럼 지구를 관측한 데이터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중 차시에 앞서 먼저 상
상해 봅니다.
(시청각자료: Linking_by_laser_for_fast_data_delivery.mp4)

[ 위성 신호를 지상국과 교신하는 모습]

[ 위성 센서를 이용해 지상을 스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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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opean Space Agency]

2차시: 위성의 종류와 활용

위성영상의 해상도
위성영상의 특성 중 해상도(공간, 분광, 주기, 복사)를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해상도의 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위성영상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성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
가이드라인

•

공간해상도에 대해 알기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위성영상에서 화소 하나의 크기에 해당하는 지표면에서의 면적을 의미
- 1m의 공간해상도는 지상의 면적 1m*1m의 크기가 하나의 화소값으로 기록
- 공간해상도의 크기가 작을 수록 지표면을 정밀하게 표현
- 현존하는 위성 중 공간해상도가 가장 좋은 위성은 정찰위성인 Geoeye(0.41m)

[ 공간해당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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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위성의 종류와 활용

위성영상의 해상도
위성영상의 특성 중 해상도(공간, 분광, 주기, 복사)를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해상도의 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위성영상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성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분광해상도(Spectral Resolution)
가이드라인

분광해상도에 대해 알기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

전자기에너지의 어느 영역에 얼마나 많은 센서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전정색(Panchromatic) : 흑백, 전체 영역에 대해여 고르게 반응한다는 뜻
다중분광(Multi-spectral) : 가시광선영역을 포함하여 적외선 영역까지에 여러 개의 센서를 배치
초미세분광(Hyper-spectral) : 가시광선 영역에서 중적외선 영역까지에 대하여 수십 개에서 200개
정도까지의 센서를 배치
- 울트라스펙트럴(Ultra-spectral) : 초미세분광보다 더 미세한 단위로 세분하여 센서를 배치한 것

[ 분광해당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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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위성의 종류와 활용

위성영상의 해상도
위성영상의 특성 중 해상도(공간, 분광, 주기, 복사)를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해상도의 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위성영상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성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주기해상도(Temporal Resolution)
가이드라인

•

주기해상도에 대해 알기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동일한 지역을 얼마만큼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방문하여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
- 위성이 같은 지역을 스캔할 수 있는 재 방문주기
- 우리나라 논의 경우 3~4월(마른 땅), 5월(논 물대기), 6월(모내기), 7~9월(식생), 10월(수확) 등을 시
계열로 비교하여 관측함
- 계절에 따른 변화와 토지의 개발 시기나 변화 정도에 따라 수집주기를 선별적으로 선택해야 함

[ 주기해당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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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위성의 종류와 활용

위성영상의 해상도
위성영상의 특성 중 해상도(공간, 분광, 주기, 복사)를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해상도의 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위성영상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성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방사해상도(Radiation Resolution)
가이드라인

•

방사해상도에 대해 알기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센서로 입력된 신호를 얼마만큼의 범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
- 영상의 각 화소 하나의 값을 8비트(bit)로 기록하기 때문에 2 만큼인 256단계의 범위에서 값을 표현
- 최근에는 2 (2048단계) 만큼의 단계로 기록할 수 있다

구분
건축물

공간해상도

분광해상도

주기해상도

빌딩 경계, 면적, 높이 등

0.25~0.5m

Pan-V

1~5년

일반도로 중앙선

1~30m

Pan-V-NIR

1~5년

정확한 도로 폭

1~2년

교통시설물
교통량 정보

0.25~0.5m

Pan-V

주차시설

5~10분
10~80분

주차시설

1~30m

Pan-V-NIR

1~5년

시설물의 위치와 상태

0.25~0.5m

Pan

1~2년

공공시설물

•
•
•

Pan : Panchromatic
V : Visible
NIR : Near Infr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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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나만의 인공위성

‘내가 인공위성 기술자라면…’
위성의 유형과 위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나만의 인공위성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창의적으
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1. 나만의 위성 만들기
가이드라인

① 학생용 교재에 아래 그림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인공위성의 기술자라 생각하고 만
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② 본격적으로 모형 위성을 만들기 전에 각자 우리나라 위성을 준비된 A4 용지에 그려보도록 합니다.
(15분)
③ 조립할 위성은 아리랑~~~ 로 하거나 자유롭게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④ 약 30분의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모형을 만들어 보게 합니다.
⑤ 모형이 완성되면 각자 생각했던 위성과 비교하며 그 특성을 자유롭게 팀원들과 토론하게 합니다.

상황제시

지금부터 15년 후인 2031년 당신은
우리나라 최연소 인공위성 기술자로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지표면의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최소형 최경
량의 인공위성을 개발하고자 추진중입
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 하게 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1. 본격적으로 모형 위성을 만들기 전에 각자 생각하는 위성을 교재에 ‘내가 생각하는 인공위성 그리기’
코너에 그려봅니다.

2. 주어진 시간은 15분이며 자유롭게 그린 인공위성에 그 특징을 살린 인공위성의 이름도 지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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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나만의 인공위성

‘내가 인공위성 기술자라면…’
위성의 유형과 위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나만의 인공위성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창의적으
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공위성 그리기

인공위성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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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나만의 인공위성

‘내가 인공위성 기술자라면…’
위성의 유형과 위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나만의 인공위성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본인이 그린 인공위성을 만들어 보기 위해 각 팀의 준비물 담당자는 선생님으로 부터 인공위성을
만들 기본 재료들을 팀 인원수 만큼 전달 받아 팀원들에게 나눠 줍니다.

4. 주어진 시간은 30분이며 교재에 본인이 만든 위성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작성 합니다.

내가 만든 ___________위성의 특징

①

②

③

④

5. 팀장을 중심으로 각자 본인이 만든 위성과 그 특징에 대해 소개 합니다. 한 사람당 1분씩 발표합니다.

6. 팀에서 가장 잘 만든 인공위성 1개를 선택 합니다.

7. 1개 선택된 인공위성을 만든 사람은 반 친구들에게 본인이 만든 인공위성에 대해 소개 합니다.

8. 다른 친구가 만든 인공위성을 설명을 들으며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경청합니다.

가이드라인
① 학생들 모두 모형 만들기를 완성 할 수 있도록 지도 합니다.
② 팀 원끼리 발표 할 경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 하지 않도록 각자 1분씩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설명 해줍니다.
③ 팀에서 가장 잘 만든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1개씩 선택 할 수 있도록 안내 합니다.
④ 인공위성 만들기 Best of the Best를 선정 하는 시간 입니다. 팀 별 가장 잘 만든 인공위성을 모든 학급 친구들
에게 소개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인공위성을 선별하여 ‘미래 최고 인공위성 기술자’로 선정합니다.
⑤ 각 팀별 사진 담당이 팀의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 밴드/카페에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 35 -

4차시: 인공위성 만들기

인공위성 그리기
서로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미래에 내가 만들 인공위성을 그려봅니다.
모든 팀이 완성되면 빈 공간에 붙이고 각 팀 별로 그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합니다.
위성모형 설계하기
준비 재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넓은 종이, 색연필, 사인펜(팀 별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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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인공위성 만들기

모형위성 만들기
실물에 가까운 모형위성을 조립하고 서로 비교하며 의견을 나누어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위성의 특징을 눈으로 확인하고 팀워크와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데 중점을 둡니다.

1. 모형위성 조립하기
가이드라인

① 모형 위성 조립을 완성하여 위성의 세세한 모습을 연상하는 시간입니다.
② 아래 그림은 모형위성 완성 본으로 학생들에게 조립하기 전에 그림으로 먼저 보여줍니다.
③ 위성 조립에 앞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가 인공위성 기술자라면 시간을 우선하여 학생들이 가진 기
술자로서 본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④ 각자의 발표가 끝나면 팀빌딩에서 구성된 팀원대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게 합니다.
⑤ 팀에서 그린 위성에 대해 특성과 활용성 등 팀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⑥ 팀 별로 그린 그림 위성에 대한 발표가 끝나면 모형위성 조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형위성 조립
하기는 학생들이 가진 위성에 대한 생각과 실물에 가까운 모형위성과 비교를 통해 생각의 폭을 넓혀
줍니다.
⑦ 모형위성 조립하기 시간 후 각자 조립한 위성과 내가 생각했던 위성의 특성을 말해보고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⑧ 교보재로 아리랑위성2호와 5호를 학생수에 맞게 준비합니다.

[ 위성모형 완성된 모습]

•

우리나라 위성 아리랑 2호(KOMPSAT-2), 5호
(KOMPSAT-5)

•

조립 난이도 - 보통(Standard)

•

크기 – 250*82*136(mm)

•

조립 시간 –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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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인공위성 만들기

모형위성 만들기
아리랑 2호와 5호의 제원을 참고하여 설명합니다.

KOPSAT 2(아리랑 2호)

KOPSAT 5(아리랑 5호)

아리랑 2호는 2006년 7월 28일 대한민국의 한국항
공우주연구원(KARI)가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KOMPSATⅡ)이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10번째
인공위성인 이 위성은 러시아의 플레세츠크 우주
기지에서 ICBM을 개량한 흐루니체프사의 고체 연
료 추진 방식 발사체인 로콧(ROCKOT)에 실려 고
도 685 km 로 발사되었다. 지구 위 685 km 의 궤
도를 하루 열네 바퀴 반씩 돈다. 아리랑 2호는 총
2633억 원의 개발비를 들였으며 1999년부터 7
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다.
직경 60cm인 이 렌즈의 해상도는 흑백 1m급(가
로, 세로 1m가 점 하나로 표시됨), 천연색 4m급
이다. 1m급 해상도는 90년대 중반까지 미국 군
사용 정찰위성의 해상도였다. 현재는 60 cm 해
상도의 퀵버드 위성이 세계 최고의 상용위성 해
상도를 자랑하고 있다.
아리랑 2호는 685 ㎞ 상공에서 100분 만에 지구
를 한 바퀴씩 돈다.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반씩
돌며 1회전마다 20분간 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
송한다. 한반도는 2분 정도면 촬영이 가능하다.

다목적실용위성 5호(KOMPSAT-5)라고도 부른
다. 아리랑 1호와 아리랑 2호와는 달리 SAR가 부
착되어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전천후로 지구 관측
이 가능하다. 해양 유류사고, 화산 폭발 같은 재난
감시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등에 활용된다.
2005년 6월 개발에 착수하여 2013년 8월 22일
러시아의 야스니(Yasny) 발사장에서 드네프르
(Dnepr)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고도 550㎞에
서 궤도를 따라 하루에 약 15바퀴 지구를 선회
하며 전천후 합성영상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사용하여 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탑재된 영상레이더는 X밴드 마이크
로파(9.66㎓)를 지상에 쏘아 반사되어 돌아온
신호의 시간 차를 측정하여 영상화하기 때문에
날씨와 밤낮에 상관없이 전천후로 물체를 관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대 해상도는 1m인데,
단일 해상도가 아닌 다중 해상도 위성영상 획득
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아리랑 2호 및 3호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된다. 전송된 영상 정보는
국가 안보와 재난·재해 예측, 기후 관측, 자원 이
용 및 관리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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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인공위성 만들기

모형위성 만들기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들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위성모형 설계하기
준비 재료
위성모형(아리랑 3호 또는 아리랑 5호) 개인별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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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태양 에너지 알아보기

태양 에너지의 종류와 활용
태양에너지에서 나오는 빛은 과학에서는 전자기에너지라고 한다. 이 에너지는 우리 지구에 있는 물체에 부딪혀서 반
사되고 흡수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우리 눈을 부시게 만듭니다.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그 전자기파
의 길이에 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ray등과 같은 장비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은?
가이드라인
①
②
③

아래에 있는 질문으로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은 대기권을 지나 지상에 비추게 되는데 그 경로에 대해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합
니다.
전자기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나 기기는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알아봅니다.

상황제시

당신의 아주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은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 생명체에서 열을 감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눈을 가진 당신!
당신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혹은 다른 색으로 보일까요?
만약 하늘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파란색으로 보인다면 왜 그런 걸까요?

[ 전자기 스펙트럼의 파장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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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태양 에너지 알아보기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을 가시광선 영역대에 위치한다. 가시광선은 0.4~0.7㎛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개색(빨, 주, 노, 초, 파, 남, 보)을 나타냅니다.

2.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요?
가이드라인

① 전자기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의 구분은 매우 긴 파장부터 짧은 파장으로 나뉩니다..
② 빛의 입자는 매우 작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대는 0.4~0.7㎛(또는 400~700㎚) 사이입니다.
③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은 자외선(Ultraviolet), X-ray, 감마선이 있으며 긴 파장은 적외선(Infrared),
레이더(Radar), 마이크로파(Micro), 라디오(Radio)파가 있습니다.
④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오래 비추면 열을 내어 심하면 화상을 입게 만듭니다. X-ray는 병원에서 사용
하는 방사선이며 감마선은 원자 핵과 같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전자기파입니다.
⑤ 적외선은 온도에 민감하여 열 감지를 이용한 적외선 카메라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레이더 파는 물체에
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로는 우리 주변에 사용하는 전자레
인지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라디오 파는 라디오 기기에 사용됩니다.

[색깔로 나타낸 가시광선 영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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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태양 에너지 알아보기

태양 에너지의 종류와 활용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 지구에 얼마나 전달될지에 대해 대기권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다.

3. 전자기파의 전달 경로는?
가이드라인

① 대기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② 태양으로부터 전자기 에너지가 대기를 투과해 지상에 닿는 경로는 구름에 있는 수증기나 먼지 또는
가스 등 공기 중에서 반사 및 흡수됩니다.
대기권

상세 내용

대류권(Troposphere)

지상에서 약 10~17㎞에 위치한 영역

성층권(Stratosphere

지상 약 10~17㎞에서 50㎞에 위치한 영역

중간권(Mesosphere)

지상 약 50㎞에서 90㎞에 위치한 영역

열권(Thermosphere)

지상 약 90㎞에서 500㎞에 위치한 영역

대기 산란(약 7%)
수증기, 먼지, 가스
등 공기 중 흡수
(약 16%)

구름 반사(약 23%)

지면 흡수(약 47%)

구름 흡수(약 3%)

[ 대기를 통해 들어오는 태양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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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과 바다에서
바다(약 4%)

5차시: 태양 에너지 알아보기

빛의 전달 방식
진공상태에서의 빛의 전달 방식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파장과 진동을 곱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명칭

파장(cm)

이용분야 및 특성

Gamma-ray

10

암 치료, 금속재료의 내부 결함 탐지 등 의학·공업 분야

X-ray

10

물체·인체의 내부구조 탐지(납은 투과 못함)

Ultra-violet

10

자외선, 사람의 피부를 태우거나 살균작용

Visible

10

가시광선, 눈으로 지각되는 파장 범위를 가진 빛

Infrared

1

적외선, 공업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해 강한 열 작용

Microwave

1

빛에 가까운 직진성을 갖고 있으며 레이더 탐사와 전파 위치측정에 이용
식물·토양·지형 등의 조사에 유효하고 대기 물리의 여러 현상을 관측

Radio

1km

고체·진공·대기를 통과할 수 있으며 우주 공간의 많은 별들과 성운에서도
방출되어 이것을 이용하여 우주를 관측할 수 있음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에 이용

4. 진공상태에서의 빛의 전달 방식은?
가이드라인
①
②
③
④
⑤

빛의 속도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3* )
진공상태에서의 전자기파 전달 방정식의 간단함을 설명해 줍니다.
빛의 속도 = 파장 * 진동
파장은 음파나 전자파와 같은 파동이 1주기 동안에 진행하는 길이를 말합니다.
진동은 대상이 되는 물질이나 양이 하나의 기준 값을 중심으로 서로 증감을 반복하는 주기운동을 말합니다.

C = λ* f
(C=빛의 속도, 3*  m/s : λ=파장(Wavelength) : f=진동(frequency))

[ 파장과 진폭]

- 43 -

5차시: 태양 에너지 알아보기

어떻게 이용할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장비나 기기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있는 X-ray와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5.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자기파
가이드라인

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장비나 기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② 알아보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X-ray를 촬영했다고 가정하고 우리 몸의 일부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
습니다.
③ 그려 본 그림을 3~5명 이내로 본인의 그림을 소개하고 특징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④ 감마선부터 아래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하나씩 설명하며 그 세부적인 특성을 쉽게 설명합니다.

* 감마선(Gamma ray)은?
[우리 주변에 감마선을 이용한 기술]

* X-선(X-ray)은?
[우리 주변에 X선을 이용한 기술]
•

병원에서 이용하는 x-ray 검사

•

일반 x-ray나 CT촬영 모두 사용

•

공항에서 사용하는 x-ray 판독기

•

벽 속에 숨겨진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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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이용하는 주사기 바늘

•

전기 다리미 내열성 전선

•

TV속에 연결된 내열성 전선

•

세균이나 바이러스 멸균

•

수술에 이용되는 감마나이프

•

녹색 거인인 영화 속 헐크(?)

5차시: 태양 에너지 알아보기

어떻게 이용될까?

* 자외선(Ultra Violet)은?
[우리 주변에 자외선을 이용한 기술]

* 적외선(Infrared)은?
[우리 주변에 적외선을 이용한 기술]
•

물체 특정 온도를 이용한 추적 장치

•

항공사진측량

•

원거리사진·야간촬영·거리측정·적외선 감시장치

•

적외선 가스 분석계·분광 광도계

•

농수산물 건조와 가열

•

의료장비 소독과 멸균 및 관절·근육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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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 있는 물컵 살균 소독

•

표백작용이 강해 안료·염료로 사용

•

구루병(Vitamin D결핍증) 방지

•

형광작용으로 형광등에 널리 이용

•

고문서 감정, 범죄수사 이용

•

자외선현미경 등

5차시: 태양 에너지 알아보기

어떻게 이용될까?

* 마이크로파(Microwave)는?

[우리 주변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기술]
•

많은 양의 정보를 송신, 정보전달에 매우 유리

•

항공기나 선박의 위치를 표시한 레이더 장비

•

전화, 방송과 같은 통신용

•

식품의 가열, 해동(전자레인지)

•

식품의 간이살균, 해충의 살균

•

이동통신 등

* 라디오파(Radio)는?

[우리 주변에 라디오파를 이용한 기술]
•

정보를 가지고 초당 30만Km 이동

•

금속을 제외한 진공, 대기 및 고체 통과

•

AM라디오(약 400m 파장)

•

FM라디오(약 3m 파장)

•

별들과 성운에서도 방출되어 우주관측에 이용

•

휴대 전화용 초단파

•

텔레비전 방송, 원격조정 장난감

•

경찰 라디오, 항공기 라디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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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우리국토 변화상

우리국토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지난 40년간의 우리 국토의 변화 모습을 영상으로 비교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변
했는지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1. 우리국토의 과거와 현재
가이드라인

① 지난 40년간 우리 국토의 변화 모습 중 한반도, 대한민국 도시화율, 금강산 관광지구, 벚꽃 개화시기,
송도 국제도시, 새만금 사업지구, 영종도 위성영상을 비교합니다.
② 1970년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국토에는 6,599㎞의 도로망과 470㎞의 철도망이 연결되었고,
1967년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인 구로공단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14,058개의 산업단지와
많은 신도시가 건설되어 경제적 풍요로움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갖게 되었음을 부연 설명합니다.

[ 위성 영상을 이용한 40년 국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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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우리국토 변화상

우리국토 변화모습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국토의 면적과 해안선의 길이, 인구수와 GDP등을 설명해 주는 시간입니다.

2. 국토 40년
가이드라인

① 우리국토의 면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② 도서를 포함한 해안선의 길이(총 1만 6323㎞(한국 1만 2733㎞, 북한 3590㎞))와 사구와 석호 그리고
반월형의 사빈 해안 등이 특징인 동해안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약 230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남해안을 설명하여 우리 국토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구성합니다.
③ 우리 나라의 면적은 세계 109위인 10만 284㎢이며 인구 약 5천 109만 명(세계 26위)이고 1인당
GDP는 2만 8739$로 경제 규모를 갖춘 작지만 강한 나라임을 부연 설명합니다.
④ 아래 새만금 사업지구와 영종도 위성영상은 1972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단위로 변화된 모습으로 바
다가 땅에게 양보한 면적을 대표하는 영상임을 설명하여 우리국토 40년 여행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새
만
금

1972년

1985년

2000년

영
종
도

[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우리나라 대표 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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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차시: 우리국토 변화상

도시화율
우리국토의 변화 모습 중 도시화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화율이란 전국인구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 내 거주인구에 대한 비율로 그래프와 함께 변화 비율을
설명합니다.

3. 도시화율
가이드라인

① 우리국토의 도시화율은 1970년대 부터2010년까지 약 두 배 가까이 변화되었습니다.
② 1970년 40.7%였던 도시화율은 2013년 약 82%로 늘어났고, 68%이던 주택보급률은 117%로 늘어
났습니다.
③ 위성영상 자료로 분석한 1975년과 2010년의 토지피복을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이 얼마나 팽창했는
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아래 영상에서 빨간색 부분이 주요 도시임)
④ 위성영상 분석 중 가장 대표적인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비교하는 토지피복도 입니다.

Landsat ETM+(2010)

Landsat MSS(1975)

도시화율(1970~2010)
100
80
60
40
2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 우리나라 도시화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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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0

6차시: 우리국토 변화상

온도상승이 가져오는 변화모습

5. 과일 재배 지역 변화
① 10년간 평균기온은 0.4℃ 상승했으며 2030년에는 지금보다 0.8℃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②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한라봉(제주), 사과(대구), 복숭아(청도) 등 주요 경작지를 북상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 도시 평균기온 변화
14.3

15

13.8

13.5

13.3

14
13

15.6

15.4

16

12.6
12.1

14.0
13.4

14.2
13.6

14.4
13.8

12.9
12.4

12
11
10
서울

강릉

대전
2000

광주
2010

부산
2020(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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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30(추정)

대구

서귀포

6차시: 우리국토 변화상

우리국토 그리기

가이드라인
①

학생들이 한반도와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한반도와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그
리는 시간도 준비합니다. (A3 사이즈 크기의 흰 종이를 학생수에 맞게 준비합니다.)

[ 대한민국 행정구역이 표시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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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우리국토 변화상

우리국토 바로 알기
한반도에 지형에 대해 바로 알고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알아봅니다.
팀 별로 각자의 지식과 다른 생각을 공유하게 하며 IT기기를 통해 찾아 보는 것도 허락합니다.
완성된 팀은 벽의 빈 공간에 붙이고 각자의 팀에서 그린 한반도에 대해 발표합니다.
한반도 그리기
준비 재료
각 팀 별로 한반도를 그릴 수 있는 전지, 색연필, 사인펜,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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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사이버 세계여행

전 세계를 내 손안에
V-World를 이용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우리국토의 이모저모와 나만의 세계여행 계획을 잡아봅니
다. 스마트폰 앱인 모바일 V-World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나의 위치를 위성영상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험 해 볼 수 있게 합니다.

1. V-World 활용
가이드라인

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V-World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방방곡곡 원하는 지역으로 떠나보는 시간입
니다.
② 서대문형무소와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등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도록 이끌
어 줍니다.
③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을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구성해보는 자유로운 시간을 줍니다.
④ 각자 어디를 다녀왔는지 약 6~7명의 학생이 앞에서 설명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곳에 가 볼 수 있도
록 안내를 해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봅니다.
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도 검색하여 사이버 여행 체험해 봅니다.
⑥ 로그인 필요 시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브이월드(http://map.vworld.kr/map/map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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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사이버 세계여행

친절한 로드마스터 3D
V-World를 이용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우리국토의 이모저모와 나만의 세계여행 계획을 잡아봅니
다. 스마트폰 앱인 모바일 V-World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나의 위치를 위성영상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함께 해 봅니다.

2. 3D 실내지도
가이드라인

① 실내 3D 지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위치에서 친구와 약속을 잡아보는 가상 현실을 체험해 봅니다.
② 서울역, 종각역 등 실내모드 진입 방법 보기와 기본 조작 도움말이 보기 쉽게 구성 돼 있어 쉽고 재미
있게 체험할 수 있다.

실내지도 서비스(http://map.vworld.kr/map/map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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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사이버 세계여행

주머니 속 위치 정보
V-World를 이용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우리국토의 이모저모와 나만의 세계여행 계획을 잡아봅니
다. 스마트폰 앱인 모바일 V-World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나의 위치를 위성영상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함께 해 봅니다.

3. 모바일 브이월드
가이드라인

① 스마트폰 앱인 모바일 V-World를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봅니다.
②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③ 모바일 브이월드는 플레이 스토어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브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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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을 메모합니다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