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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1. 요약문
최근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는 다양한 학문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STEAM교육 속에서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의 ‘확산적, 수렴적 사고의 통합적 접근과정’, ‘창의성 인격 향상의 분위기
형성’, ‘적극적인 공감 및 소통’의 특성들이 STEAM 교육의 ‘창의성 발현’, ‘문제해결능력함양’등의 중
요 요소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2017 STEAM 교과 연구회 연구 주제를 ‘Design Thinking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라! ’ 로 정
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화재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지도하는 안전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수업 개발의 중점사항]
1) 지역사회의 안전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교과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개발하고, 효과적
인 안전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디자인 씽킹을 활용해 미래 직업인으로서 해결해나갈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 다양
한 직업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진다.
3) SW를 활용하여 최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미래 직업인으로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직업인을 기를
필요가 있다.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1)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창의･융
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2) SW기반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컴퓨팅 사고력과 과학적 태도를 지닌 인재를 양성한다.

나. 연구의 목적
이 프로그램은 과학 ‘정보 통신과 신소재’ 단원에서 센서(sensor)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
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물에 적용하고, 센서(sensor)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무선 자동차에 장착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지

- 1 -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정해보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해서 결과를 얻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 연구의 범위
- 디자인 씽킹을 적용한 STEAM수업 사례 개발에 대한 연구
- STEAM수업을 통한 안전 교육 사례에 대한 연구
- SW를 기반으로 STEAM수업 사례 개발에 대한 연구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내용
1) STEAM 프로그램 개선&개발(교육과정 성취기준)
프로그램명
적용학년/시기

Design Thinking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라!
고등학교 1학년/7~8월

관련과목

과학, 정보, 기술, 공학, 예술/인문, 수학

관련단원

과학 : 정보통신과 신소재, 정보: 프로그래밍

(1)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아두이노와 각종 센서, 무선 자동차를 이용하여 회로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전기 회로에 대해
이해한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무선 자동차의 조종을 스마트폰에서 조작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경험
을 통해 자아 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다.
-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및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아이디
어를 산출할 수 있다.

(2) 관련 교과별 프로그램 및 STEAM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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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프로그램 요소

STEAM 요소

과 학

센서의 구조와 작동원리 알기, 연소

S, T

기술․공학

IoT(스마트폰제어), 아두이노, VR

T, E

정보

알고리즘, 제어, 입출력

T, E, M

예술․인문

3D프린팅 모델링

A

(3)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Co

화재 발생시 대피한은 방법은 무엇일까?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가요?

Co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창의적 설계
CD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탐사 로봇 설계 및 코딩하기

CD

Cospaces를 활용하여 화재대피 VR제작하기

○ 감성적 체험
ET

VR을 활용한 화재대피 안전교육하기

ET

센서를 부착한 로봇을 제작하고,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하기

(4) 2015 개정 교육 과정 단원별 성취기준
과목

단원

안전

(1) 불이 나면

2015 개정 교육과정 단원별 성취기준
[2안04-01]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을 알고 예방하는 생활을 한다.
[2안04-02] 화재 발생 시의 대피 방법을 알고 안전하게 행동한다.

정보

(3) 추상화와
알고리즘

[9정03-04]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12융과04-01] 빛, 힘, 소리, 온도 변화, 압력 변화, 탄성파, 전자기파 등 자연계의 물리적 정보 발생 과정
과학

(4) 정보통신과
신소재

을 통해,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의 의미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12융과04-02]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휴대전화, 광통신 등 첨단
정보 전달기기에서 정보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9정04-01]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 및 특성을 이해한다.

정보

(4) 프로그래밍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3]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수와 연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4] 순차, 선택, 반복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세 가지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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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진로

(2) 일과 직업

[12진로02-01]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과 인재상을 탐색한다.

세계 이해

[12진로02-05]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5) 컴퓨팅

정보

[9정05-01]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분석한다.

시스템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기술가
정

(5) 기술 활용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2) 수업 프로그램 적용 계획(적용대상, 시기, 방법, 수혜학생 수 등)
(1) 적용대상: 연구위원 소속 학교 학생
(2) 적용시기: 8월~10월
(3) 적용방법: 교과 시간 이용 수업 실시 후 개선점 보완 및 공개 수업
(4) 수혜학생: 100명 이상으로 예상하며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
별 수업 진행
3) 학생 평가 방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예시 포함)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개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과학적 태도 및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학생
개인별로 누가기록 관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활용한다.
(기재 예시)
아두이노를 이용해 RC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작은 부품 하나에 따라 기능
적인 면이 개선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기능적 심미적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구성함.

4) 학생 STEAM 태도와 만족도 조사 방법
(1) 검증계획: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 검증방법: STEAM 정의적 성과 태도조사지를 이용해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사전․사후 효과 분
석 및 사전・사후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3) 검증내용: 과학 흥미도 향상 여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학 분야 발견 여부
(4) 시 사 점: 다양한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모여 STEAM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하므로 기존의
교수학습지도안보다 전문성이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동영상
은 교육과정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유사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고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 4 -

긍정적 반응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구 결과
1) STEAM 협의체와 교사 네트워크(공개수업 등) 활동
(1) 운영방법:
- 5월 중 STEAM 교사연구회를 운영하는 관내 연구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컨설팅을 1회 마련한다.
- 8월 중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업 공개를 통해 STEAM 교육에 관심이 있는 관내 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구성하고 1회 운영한다.
(2) 참여학교:
- 완산고등학교, 서곡중학교, 전북중학교 등 전주시내 중·고등학교 5개교
(3) 인 원 수:
- 10명 이내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적인 프로그램 공개 및 컨설팅
일자

2017.08.12.(토)-2017.08.13.(일)

단원

정보통신과 신소재

고등학교 융합과학의 ‘정보통신과 신소재’ 단원에서는 [12융과04-02]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내용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STEAM 수업을 통해 안전과 관
련된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고, 공개 수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에게 STEAM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다.

참가자

완산고등학교 조나연 외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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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연구회 운영 발전 과정 및 자체 평가
○ 운영 발전 과정

2012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STEAM수업, 교과수업 적용을 위한 STEAM, 진로 연계, 자유학
기 연계, SW 연계 등 다양한 주제로 STEAM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회를 운영함.
- 2012년 빅뱅연구회 구성
- 2015년 STEAM발표회 우수 포스터 3위
- 2015, 2016년 우수 STEAM연구회 선정

○ 자체 평가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기관을 활용하여 연구원, 소방관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농업 기술 발달과 안전장치 개발(초기 화재진압 장치)을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우수함.
다만,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하여 요구에 따른 산출물 제작에 교사의 지원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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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태도 검사

평가구인

하위영역

해당 문항 번호

흥미도

과학

유용성/가치인식
이공계 진로

과학
과학

일반학급

적용학급

사전

사후

사전

사후

4, 16, 26

2.8

2.7

3.1

3.2

12, 29, 35
6, 23

2.7
2.8

3.0
3.0

3.1
3.2

3.4
3.6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한 STEAM 태도 검사를 활용함.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해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 전혀 아니다.로 평가
함. 과학에 대한 흥미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과학에 대한 유용성/가치인식, 과학 관련 이공계
진로에 대한 태도가 일반학급에 비해 향상됨. 특히, 이공계 진로와 관련된 항목에서 향상되었다거나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SW를 활용한 디자인 씽킹 STEAM 수업이 의미
있는 수업으로 판단됨.
4) STEAM 만족도 조사

평가구인

프로그램 만족도

흥미도

적극성

내용수준

결과

4.8

4.6

4.5

3.2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고 스
스로 학습 내용을 찾아오는 등 적극성을 보임. 내용 수준이 학생의 수준보다 높다고 판단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직업인으로부터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정의적인 면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및 제언
① STEAM교육을 통해 학문의 분절화가 아닌 융합된 학문을 통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디자인 씽킹을 통해 직업인들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진로와 관
련된 다양한 산출물을 SW를 활용해서 제작함으로서 STEAM 수업을 단순히 흥밋거리가 아닌 자
신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모둠활동 속에서 진로와 관련된 산출물 제작을 통해 21세기 학습자 역량인 의사소통능력, 협업,
지식구성, ICT 활용능력을 갖추고, 서로의 진로를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5. 참고문헌
임수연 (2016). 디자인 씽킹 기반 융합예술교육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성균관
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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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현장적용 결과 요약

<STEAM 프로그램(수업) 현장적용 요약>
구분

개선

STEAM
프로그램명

우리집 안에 작은
농장 스마트팜

적용 학교명

적용
학년

완산고등학교

2

완산고등학교

2

적용 교과(시수)

과학(2)+기술가정(4
)+수학(1)

적용 기간

수혜
학생 수

2017.8.-10.

100

2017.8.-10.

100

Design
개발

Thinking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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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14)+과학(1)+
진로(1)

[부록2] 회의록
○ 수업산출물 사진

- 화재 대피 VR: https://cospac.es/edu/5k6j

- 초기 화재 탐지 로봇 산출물 및 제어 앱

○ 수업산출물 코딩

#include <SoftwareSerial.h>
#include <Servo.h>
int bluetoothTx = A3;
int bluetoothRx = A4;
SoftwareSerial Bluetooth(A3,A4);
int redL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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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blueLed=1;
int waterMotorspeed=11;
int waterMotorbackward=10;
int waterMotorforward=8;
int RightDCmotorFW= 2; // IN1
int RightDCmotorBW= 3; // IN2
int LeftDCmotorFW= 4; // IN3
int LeftDCmotorBW= 7; // IN4
int RightDCmotorPWM = 5; // ENA
int LeftDCmotorPWM = 6; // ENB
int speed = 150;
Servo myservo;
int angle;
char data;
int tempPin = A0;
//int photoresistorpin=A1;
int gasPin=A2;
int piezo=A5;
int trigPin=13;
int echoPin=12;
float duration,distance;
//byte bright_sensing=0;
byte gas_sensing=0;
byte temp_sensing=0;
byte automatic_driving=0;
void setup(){
Serial.begin(9600);
Bluetooth.begin(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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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ervo.attach(9);
angle = 40;
myservo.write(angle);
pinMode(redLed,OUTPUT);
pinMode(blueLed,OUTPUT);
pinMode(LeftDCmotorFW,OUTPUT);
pinMode(LeftDCmotorBW,OUTPUT);
pinMode(RightDCmotorFW,OUTPUT);
pinMode(RightDCmotorBW,OUTPUT);
pinMode(LeftDCmotorPWM,OUTPUT);
pinMode(RightDCmotorPWM,OUTPUT);
pinMode(waterMotorforward,OUTPUT);
pinMode(waterMotorbackward,OUTPUT);
pinMode(waterMotorspeed,OUTPUT);
pinMode(piezo,OUTPUT);
}
void forward(){
//digitalWrite(whiteLed,HIGH);
digitalWrite(LeftDCmotorFW,HIGH);
digitalWrite(LeftDCmotorBW,LOW);
digitalWrite(RightDCmotorFW,HIGH);
digitalWrite(RightDCmotorBW,LOW);
analogWrite(LeftDCmotorPWM,speed);
analogWrite(RightDCmotorPWM,speed);
}
void left_turn(){
digitalWrite(redLed,HIGH);
digitalWrite(LeftDCmotorFW,LOW);
digitalWrite(LeftDCmotorBW,HIGH);
digitalWrite(RightDCmotorFW,HIGH);
digitalWrite(RightDCmotorBW,LOW);
analogWrite(LeftDCmotorPWM,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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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Write(RightDCmotorPWM,speed);
}
void right_turn(){
digitalWrite(blueLed,HIGH);
digitalWrite(LeftDCmotorFW,HIGH);
digitalWrite(LeftDCmotorBW,LOW);
digitalWrite(RightDCmotorFW,LOW);
digitalWrite(RightDCmotorBW,HIGH);
analogWrite(LeftDCmotorPWM,speed);
analogWrite(RightDCmotorPWM,speed);
}
void stop_motor(){
analogWrite(LeftDCmotorPWM,0);
analogWrite(RightDCmotorPWM,0);
analogWrite(waterMotorspeed,0);
digitalWrite(blueLed,LOW);
digitalWrite(redLed,LOW);
//digitalWrite(whiteLed,LOW);
}
void backward(){
digitalWrite(blueLed,HIGH);
digitalWrite(redLed,HIGH);
digitalWrite(LeftDCmotorFW,LOW);
digitalWrite(LeftDCmotorBW,HIGH);
digitalWrite(RightDCmotorFW,LOW);
digitalWrite(RightDCmotorBW,HIGH);
analogWrite(LeftDCmotorPWM,speed);
analogWrite(RightDCmotorPWM,speed);
}
void waterPump_run(){
digitalWrite(waterMotorforward,HIGH);
digitalWrite(waterMotorbackward,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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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Write(waterMotorspeed,250);
}
void loop(){
if(Bluetooth.available()){
data = Bluetooth.read();
}
if(data == '2'){
forward();
}
if(data == '4'){
left_turn();
}
if(data == '6'){
right_turn();
}
if(data == '5'){
stop_motor();
// bright_sensing=0;
gas_sensing=0;
temp_sensing=0;
automatic_driving=0;
}
if(data == '8'){
backward();
}
if(data == '1'){

// antena up

myservo.write(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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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ata == '3'){

// antena down

myservo.write(40);
}
if(data == '7'){
waterPump_run();
}
if(data == '9'){
temp_sensing=1;
}
if(data == 'G'){
gas_sensing=1;
}
if(data=='A'){
automatic_driving=1;
}
if(gas_sensing==1){
int gasValue=analogRead(gasPin);
int gasalarm=map(gasValue,0,1024,0,100);
Bluetooth.print("Gas: ");
Bluetooth.println(gasalarm);
if(gasalarm<50){
digitalWrite(blueLed,HIGH);
digitalWrite(redLed,LOW);
}
if(gasalarm>=50){
digitalWrite(blueLed,HIGH);
digitalWrite(redLed,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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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piezo,400,100);
delay(300);
digitalWrite(blueLed,LOW);
digitalWrite(redLed,HIGH);
tone(piezo,600,100);
delay(300);
}
}
if(temp_sensing ==1){
int tempValue=analogRead(tempPin);
float tempVolts = tempValue * 5.0 / 1024.0;
float temperature = (tempVolts - 0.5)*100.0;
//Bluetooth.print("temp : ");
//Bluetooth.print(temperature);
// Bluetooth.println("c");
Serial.print("temp : ");
Serial.print(temperature);
Serial.println("c");
if(temperature<20){
digitalWrite(blueLed,HIGH);
digitalWrite(redLed,LOW);
}
if(temperature>=20 & temperature<25){
digitalWrite(blueLed,HIGH);
digitalWrite(redLed,HIGH);
}
if(temperature>=25 & temperature<30){
digitalWrite(redLed,HIGH);
digitalWrite(blueLed,LOW);
}
if(temperature>=30){
digitalWrite(blueLed,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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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Write(redLed,LOW);
tone(piezo,400,100);
delay(300);
digitalWrite(blueLed,LOW);
digitalWrite(redLed,HIGH);
tone(piezo,600,100);
delay(300);
}
}
if(automatic_driving==1){
digitalWrite(trigPin, HIGH);
delay(10);
digitalWrite(trigPin, LOW);
duration = pulseIn(echoPin, HIGH);
distance = (duration/2)/29.15;
Serial.print(distance);
Serial.println("cm");
if(distance>20){
backward();
}
if(distance<=20){
stop_motor();
delay(500);
forward();
delay(1000);
stop_motor();
delay(500);
long direction = random(0,2);
if(direction==0){
right_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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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500);
}else{
left_turn();
delay(500);
}
}
}
}
○ 수업산출물 작동 설명 영상

http://m.site.naver.com/0mu5M

- 18 -

[부록3] 회의록

(
일 시

1

)차 회의 협의록

2017.05.10. 18:00~19:00

장 소

깐쇼새우

회의 목적

STEAM 프로그램 주제 선정

참가자

조나연, 김득용, 나은진, 이화영, 송복희, 안숙, 김채균, 노희은

[STEAM 프로그램 주제 선정]
- 자유학기, SW수업을 포함.
- 문제 상황을 실생활과 연관 지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
시하는 것이 관건임.
-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 키워드: 안전, 자율주행, IoT, 스마트
등...
- 안전을 위한 자율주행 탐지 로봇 제작 예정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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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

)차 회의 협의록

2017.06.14. 18:00~19:00

장 소

개성집

회의 목적

STEAM 기존 프로그램 수정

참가자

조나연, 김득용, 나은진, 이화영, 송복희, 안숙, 김채균, 노희은
[2016 기개발한 프로그램 개선]
- 기개발 프로그램의 문제상황 수정 및 탄소발자국 도입
- 스마트팜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필요성 문제 해결
- 수입과정에서 교통수단 등으로 인한 탄소 발자국 계산
-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때 탄소 발자국 계산
- 경제적•환경적으로 유리한 점을 부각하고자 함.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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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3

)차 회의 협의록

2017.07.12. 18:00~19:00

장 소

루미에르

회의 목적

STEAM 프로그램 사전 조사 및 주제 선정

참가자

조나연, 김득용, 나은진, 이화영, 송복희, 안숙, 김채균, 노희은

[STEAM 프로그램 사전 조사]
- 사전 검사지 검사 항목 및 대상 선정
- 완산고등학교 1학년 대상 운영
- 정보 교과 편성으로 인해 SW활용 유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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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4

)차 회의 협의록

2017.07.17. 13:00~15:00

장 소

루미에르

회의 목적

STEAM 프로그램 사전 조사 및 주제 선정

참가자

조나연, 김득용, 나은진
- 농촌진흥청 견학

- 전북 119안전체험센터 견학 예정
(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
내 용

-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예정
- 사전 검사지 결과 분석
과학 과목에 대한 관심이 수학 과목에 비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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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5

)차 회의 협의록

2017.08.06. 14:00~20:00

장 소

여자만민물장어

회의 목적

STEAM 프로그램 개발

참가자

조나연, 김득용, 나은진, 이화영, 송복희, 안숙, 김채균, 노희은

[STEAM 프로그램 개발]
- 재난 대피동 체험
- 안전 경고 조치에 대한 이행의 중요성
- 소화기의 종류와 소화 원리, 소화 체험
- 지진대피 훈련
- 태풍대비 훈련
- 화재 대피와 관련된 프로그램 선정
내 용

- 재난 중 화재의 비중이 가장 큼
- 예방이나 조기 탐지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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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6

)차 회의 협의록

2017.09.29. 12:00~14:00

장 소

회의 목적

STEAM 프로그램 개발: VR제작

참가자

조나연, 김득용, 나은진

[STEAM 프로그램 개발]
- 화재 대피 시나리오 작성 수업 설계
- Cospaces를 활용한 VR제작 방법 공유
- VR수업 활용 사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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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테이크

(
일 시

7

)차 회의 협의록

2017.11.20. 18:00~22:00

장 소

도도랑족발

회의 목적

STEAM 정의적 성과 태도조사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참가자

조나연, 김득용, 나은진
○ STEAM 정의적 성과 태도조사

일반학급
사전
사후

적용학급
사전
사후

흥미도

2.8

2.7

3.1

3.2

유용성/가치인식

2.7

3.0

3.1

3.4

이공계 진로

2.8

3.0

3.2

3.6

평가구인

실험군이 사후에 향상된 정도가 약간 높음.

내 용
○ STEAM 만족도 조사

평가구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4.5

흥미도

적극성

4.4

4.5

내용수
준
3.7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비교적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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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8

)차 회의 협의록

2017.11.22. 13:00~15:00

장 소

회의 목적

STEAM 교사연구회 발표 준비

참가자

조나연, 김득용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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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미덕

(
일 시

9

)차 회의 협의록

2017.11.25. 12:00~15:00

장 소

순남시래기

회의 목적

STEAM 교사연구회 발표 및 타 연구회 자료 공유

참가자

조나연, 김득용, 나은진, 이화영, 송복희, 안숙, 김채균, 노희은
- 미래교육박람회 STEAM 연구회 방문(2부스)
2018년 STEAM 운영 계획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

내 용
- SW활용의 필요성 인식: 공학, 기술적 요소 포함 필요
- 학생, 학부모, 교사의 STEAM교육의 필요성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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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업지도안
1. 프로그램 개요
Design Thinking으로 아이디어를

주제

찾아라!

내용
목표

관련교과

고등학교 1학년 정보, 과학

• 정보를 수신하고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센서를 이용한 첨단 정보 전달 기기의 정보 변환 및 전달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표
과정
목표

• Cospaces나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화재 대피요령을 VR로 제작할 수 있다.
• 화재예방을 위한 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
•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

STEA
M
요소

S

센서의 구조와 작동원리 알기, 연소

T

IoT(스마트폰제어), 아두이노, VR

E

화재예방 로봇 설계하기, 안전로봇 설계하기

A

3D프린팅 모델링

M

초음파센서를 통한 거리 측정하기, 알고리즘 구성하기

개발 의도

전북 119 안전 체험관을 활용해 교과와 연계하여 STEAM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한 로봇 제작 및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안전 교육 시설인 전북 119 안전 체험관을 활용한 STEAM수업으로 안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와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교과와 접목되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화재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심신
양면의 행동을 지도를 위해 안전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전북119안전체험센터를

이용한

안전교육과정에서

얻어진

동영상으로

VR을

제작하고,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한 화재예방 로봇 제작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진로계획을 세워보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의 진로와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로봇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북119안전센터 견학)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STEA
M
준거

상황
제시

할까?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나의 진로 분야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로봇이
필요할까?

창의
적
설계

• Cospaces 코딩을 활용한 VR제작하기
• 화재예방 로봇 설계․제작하기
• 자신의 진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설계․제작하기

- 28 -

안전의 중요성에 대

감성 해 인식하고, 자신의
적 진로와 관련지어 안
체험 전을 위한 로봇 제어
기술을 학습한다.

2. 교육과정
차시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2안04-01]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을 알고 예방하는 생활을

안전

한다.

[2안04-02] 화재 발생 시의 대피 방법을 알고 안전하게 행
동한다.

1
정보

[9정03-04]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
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      목표 표시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
 화재 대피 방법
  Cospaces나 360도 카메라를
이용한 화재 대피 요령 VR
제작하기

[12융과04-01] 빛, 힘, 소리, 온도 변화, 압력 변화, 탄성파,
전자기파 등 자연계의 물리적 정보 발생 과
정을 통해,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의
과학

의미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12융과04-02]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
동 원리를 이해하고, 휴대전화, 광통신 등 첨
단 정보 전달기기에서 정보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9정04-01]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 및 특성
2

을 이해한다.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
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정보

 센서의 작동 원리 및 전달 과정 이
해하기
  화재 예방 탐지카 제작하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거리 구하기
 알고리즘 구성하기
 3D 프린팅을 통한 탐지가
디자인하기

[9정04-03]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수와 연산자를 활용
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4] 순차, 선택, 반복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세
가지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
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12진로02-01]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
과 인재상을 탐색한다.
진로

[12진로02-05]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갖추
어야 할 직업윤리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
다.
[9정05-01]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3

웨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정보

분석한다.

하기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
램을 구현한다.
기술
가정

  자신의 직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를 위한 로봇 제작하기
 미래 직업인으로서 안전 문제 해결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
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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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Co
Tip!

1차시
CD

전북 119 안전체험을 통한 안전 VR 제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올바른 행동을 한 학생은 누구인가?
119체험관 화재 대피 코너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VR로 제작하여 체험하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행동을 Cospaces를 이용해 창의적으로 설계해보자.
친구들이 제작한 Cospaces를 VR로 제작하여 체험해본다.

Tip!

대피 요령과 맞지 않는 경우 반드시 피드백한다.
소주제

Co

2

CD

차시

Tip!

IoT를 활용한 화재 예방 로봇 제작

(동영상 시청 후)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

CD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요소를 센서(입력)와 연결한다.
화재를 감지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Tip!

화재를 감지했을 때 행동을 출력과 연결한다.

Tip!

화재탐지로봇의 기능을 비교해보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한다.
소주제

안전과 자신의 진로를 주제로 로봇 활용하기

3

Co

안전과 나의 진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차시

Tip!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자신의 미래 진로분야에서 최신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진로분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제작해보자.
설계․제작한 로봇을 친구들에게 발표한다.

CD
ET

4. 학생 평가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 법

1

화재가 발생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VR를 제작하였는가?

수행 평가

2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이 바른가?

3

입출력 장치를 이용해 화재 예방 탐지 자동차를 제작하였는가?

4

입출력 장치의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가?

5

미래 직업인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관찰 평가

6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로봇 설계가 타당성이 있는가?

산출물 평가

모둠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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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평가
산출물 평가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번호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1

아이디어 평가

안전을 주제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미래 직업인으

형성
평가

로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하려는 모습을
2

스티커 평가

1

관찰평가(체크리스트)

보임. 친구들로부터 아이디어 발표에서 인정받음.
아두이노를 이용해 화재예방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

총괄
평가

서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연소의 조건과 센
서의 입출력에 대해 이해함. 작은 부품 하나에 따라 기

2

산출물 평가

능적인 면이 개선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기능적 심미적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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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소주제

전북 119 안전체험을 통한 안전 VR 제작

과목
(단원)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과학(4.재난 (1)화재 안전교육)

교육
과정
학습
목표

차시

1/16차시

[2안04-01]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을 알고 예방하는 생활을 한다.
[2안04-02] 화재 발생 시의 대피 방법을 알고 안전하게 행동한다.
[9정03-04]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 화재 발생시 대피 방법을 알 수 있다.
• Cospaces나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화재 대피요령을 VR로 제작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Co

전북 119 안전 체험관 재난 대피 체험을 해볼까요?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
Co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올바른 행동을 한 학생은 누구인가?

Tip!

도입
(5분)

119체험관 화재 대피 코너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VR로
제작하여 체험하도록 한다.

360도 카메라
Gear VR

CD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행동을 Cospaces를 이용해 창의적으로 설계해보자.
  Cospaces나 360도 카메라를 이용한 화재 대피 요령 VR 제작하기

전개
(30분)

ppt
컴퓨터

※ Cospaces란?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가상공간을 꾸미고 360도 사진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블록 코딩, 텍스트 코딩 학습이 가능하다.
[발표] 친구들이 제작한 Cospaces를 VR로 제작하여 체험해본다.

정리
(10분)

지도상
유의점

Tip!

대피 요령과 맞지 않는 경우 반드시 피드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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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센서의 기능과 코딩을 통한 화재예방 로봇제작

과목
(단원)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Ⅳ. 미래 기술과 사회)
(4) 로봇과 자동화 기술

차시

2-15/16차시

2015 개정교육과정_중_1~3학년군_기술가정_기술기스템/기술 활용_(5)기술활용
교육
과정

[12기가05-03]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원인과 사례를 알고,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이용 방법을 이해한다.
[12기가05-04]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 센서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전기회로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
• 아두이노 코딩을 이용하여 화재예방 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Co (동영상 시청 후)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KbS 인간극장 - 어느 소방관의 기도(http://tv.naver.com/v/1428545)

도입
(5분)

CD

화재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

Tip!
CD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요소를 센서(입력)와 연결한다.
화재를 감지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Tip!

화재를 감지했을 때 행동을 출력과 연결한다.

동영상

   센서의 원리 알아보기
- 초음파 센서의 원리, 조도센서의 원리, 온도센서의 원리, 가스센서의 원리
   아두이노 코딩을 통한 화재예방 로봇 제작
[화재예방 로봇 설계 및 제작하기]
CD

화재예방 로봇 설계도 작성
화재예방 로봇(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해 보자.
- 3D프린팅을 이용하여 화재예방 로봇 몸체를 프린팅 하자.
컴퓨터
- 프레임을 조립하자.
3d
프린터
- 설계도에 맞춰 회로를 연결하자.
센서 및 각종
-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해 로봇을 코딩하자.
회로 연결 장치
-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화재예방 로봇을 조작해 본다.
전개
등
(30분) [성능 테스트하기]
제작한 로봇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만났을 때 경로를 스스로 바꾸게 하고 가스나 열을 감지하면
소리와 함께 LED 점멸 등을 킬 수 있다.
Tip!

정리
(10분)

코딩과정에서 블루투스의 이름을 부여하고 다른 로봇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

CD

화재예방 로봇에 필요한 센서의 종류와 원리를 정리해 보자.
- 초음파센서, 빛센서, 온도센서, 가스센서의 원리

지도상 Tip! 회로를 연결하기 전에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기본적인 핀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회로를
유의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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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프로젝터

소주제

안전과 자신의 진로를 주제로 로봇 활용하기

과목
(단원)

고등학교 1학년
진로와 직업(2.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차시

16/16차시

[12진로02-01]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과 인재상을 탐색한다.
교육
과정

[12진로02-05]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학습
목표

•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
•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입
(5분)

준비물

안전과 나의 진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Tip!

무인기술을 성공시킨 문희창 대표의 성공다큐 시청을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학생
들의 관심을 유도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519&menuCode=4705&bcastSeqNo=1027140

동영상

CD

영화 속에서 최신 기술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예측해보고, 어떤 관계가 발전적인지
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전개
(30분)

로봇 소리(2017)

엑스 마키나(2015)

트랜센던스(2014)

컴퓨터
센서 및 각종
회로 연결장치

CD






자신의 진로분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제작해보자.
 자신의 직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를 위한 로봇 설계하기
 엠블록(mblock)을 활용해 설계한 로봇 실현하기
  센서와 다양한 회로를 활용해 로봇 작동 과정 시현하기
미래 직업인으로서 안전 문제 해결하기

Tip!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자신의 미래 진로분야에서 최신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T

자신의 진로와 안전을 주제로 설계․제작한 로봇의 시현 과정을 친구들에게 발표한다.

Tip!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할 미래를 부정적이기 보다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정리
없는 영역의 일을 컴퓨터가 대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지도한다.
(10분)
Tip!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직업인으로 안전한 직업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상
유의점

Tip!

우리 주변에서 직업의 변화를 인식하고, 창의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이 강조됨을 인식
하고, 반복적인 단순 작업보다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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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요
주제

우리집 안에 작은 농장 스마트팜

관련교과

중학교 1학년
과학, 기술가정, 미술, 수학

• 우리나라 각 도시별 기온 변화 그래프를 해석하고 기온의 상승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도시의 열섬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내용
목표

•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 팜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센서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스마트팜을 도시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스마트팜을 이용하여 에코시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도시별 기온변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 라즈베리파이와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팜(식물공장)을 만들 수 있다.
• 제작한 스마트팜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STEA
M
과목
요소

S

도시별 기후변화 분석,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물질의 이동, 식물의 성장 조건

T

스마트팜 설계 및 제작

E

라즈베리파이로 온도센서, 조도센서, 수분센서 연결하여 작동하기

A

농장꾸미기

M

순서도와 알고리즘, 전개도 제작하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바쁜 도시에서 채소

개발 의도

나 화초를 손쉽게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스마트팜을 제작하여 채소를
작접 길러보는 과정을 융합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다.

온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녹색 식물의 광합성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도시에 거주하는 바쁜
현대인이 녹색 식물을 재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팜(식물 공장)에서 식물을 재배하여 온실 가스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최대한
늦추고자 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각종 센서를 활용하면 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을 소프트웨어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STEA
M
준거

상황
제시

• (동영상 시청 및 자료해석 후)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 제작한 스마트팜으로

무엇일까?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창의
적
설계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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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적
체험

작물 재배하여 도시
농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공유하기

2. 교육과정
차시

과목
[9과18-01]
과학

STEAM 프로그램 성취

교육과정 성취기준

기권의 층상 구조를 이해하고,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목표/요소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 변화
그래프 해석하기

1~2
기술
가정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참고하여 도

[가9151-1]
녹색식생활의 개념과 중요성을 한국형 식생활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시의 열섬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기9242-1]
기초 전기·전자 기술, 자동 제어 및 자동화 기술의 기초 원리
기술∙

를 설명할 수 있다.

가정

[기9212-2]

는 방법 구상하기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고 입체 투상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3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 있다.

 사물 인터넷 시대 및 개념 이해하
기
  사물인터넷에 사용된 각종 센서

[과9044-2]
과학

 식물의 성장 조건을 제어할 수 있

의 과학적 원리 알아보기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팜 설계하기

[과9222] 과학의 개념과 원리가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과
통합된 사례를 조사한다.

기술∙

[기9242-1] 기초 전기·전자 기술, 자동 제어 및 자동화 기술의

가정

기초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하여 스마트팜(식물공장)을 만들기

4~5
과학

과학
6

[과9223] 과학의 발전 과정에 기초하여 미래 생활에 영향을
줄 기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작물의 성장 조건에 따른 작물 재
배 구상하기

[과9221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첨단 과학의 예를 들 수
  스마트팜(식물공장) 활용하여 식

있다.

기술∙

[기9233-2]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

가정

결할 수 있다.

과학

 라즈베리파이와 각종 센서를 이용

물의 성장 관찰 및 재배 조건 보정하
기

[과9223] 과학의 발전 과정에 기초하여 미래 생활에 영향을
줄 기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스마트 팜 활용에 따른 온실 가
스 대책 방안 관련성 찾기
  도시 농업 스마트 팜에 대한 농

7
기술∙

[가9151-2]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식품 구매 방법과

가정

음식 만들기 과정을 알고 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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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의 인식 개선 홍보 자료 찾기, 도
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 찾기

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Co

지구 온난화 주범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 변화에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1921년~2010년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 변화 그래프 자료를 해석한다.

1차시

CD

- 도시에서 채소 및 화초 재배 방법을 찾아보자. 스마트 온실 견학(전북농식품개발연구원)

~
2차시

온실 가스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온실 가스 저감 방법 중 도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CD

바쁜 현대인이 채소나 화초를 손쉽게 가꿀 수 방법은 무엇일까?
- 소프트웨어와 각종 센서를 적용한 스마트팜을 도시 농업과 연결 한다.
-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작물을 선정하고 작물의 성장 조건을 조사한다.

ET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작물을 선정하고 작물의 성장 조건 발표
소주제

3차시

사물 인터넷 개념 이해

Co

사물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CD

사물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센서의 과학적 원리 생각해 본다.

-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식물의 성장에 중요한 물, 햇빛,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의
과학적 원리 조사하기
CD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재배하고자하는 식물과 재배 조건은 어떤가?

- 모둠별 재배하고자하는 식물을 선택하고 성장 조건을 조사하여 보자.
ET

스마트팜을 어떤 모형으로 제작할까? 전개도를 그려 보자.
소주제

라즈베리파이로 스마트팜(식물 공장) 만들기

Co

4차시
~
5차시

라즈베리파이란 무엇인가?
- 라즈베리파이의 특징과 활용 가능한 분야 등을 조사 한다.
CD 라즈베리파이에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스마트팜(식물공장)을 만들어 보자.
- 라즈베리파이에 각종 센서를 연결하여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제작한다.
ET 모둠별 제작한 스마트팜에서 각종 센서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발표한다. 스마프팜에 작물의 재배 조건을
설정하고, 작물을 식재하여 재배 계획을 설계한다.
소주제
Co

우리집의 작은 농장 스마트팜 활용 식물 재배하기

스마트 팜 활용하여 식물의 성장을 관찰한다.
- 온도, 조도, 수분 조건에 따른 성장 속도 관찰한다.

6차시

CD

프로그램화한 성장 조건에 의해 작물은 잘 성장하고 있을까?
- 작물에 따른 성장 적합한 성장 조건 찾아 보정 설계

ET

보정한 성장 조건에 의하여 식물 재배하기

CD

모둠별 스마트팜 활동 과정 발표 및 평가
소주제

Co

- 관찰 일지 작성

온실가스 절감 방법인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스마트팜 활용 방안은 온실 가스 절감 대책으로 가능할까?
- 도시 가정에서 스마트팜 활용한 식물 재배의 가능성은?

7차시

CD

온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인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도시 농업인과 인터뷰: 도시 농업의 애로점과 사물 인터넷 활용 의사
- 인터뷰 내용 발표 및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 토의

ET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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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평가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 법

1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피해 및 대책을 바르게 모색하는가?

2

스마트팜 제작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는가?

모둠내 평가

3

산출물 제작 과정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가?

관찰 평가

4

스마트 팜으로 재배한 작물의 성장 정도

5

교사 평가

산출물 평가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 발표

학생 평가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형성
평가

번호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1

동료평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절감

2

스티커

을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
고, 스마트 팜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함.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해 스마트 팜을 제작함. 작물

총괄
평가

1

산출물 평가

을 심고, 작물의 생장에 적절한 습도, 기온을 유지
하기 위한 학습을 진행하고, 센서가 작동할 수 있
도록 코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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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소주제 지구 온난화 주범은 누구인가?

차시

1~2/7차시

과목
중학교 기술가정(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수학(통계)
(단원)
교육
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 도시별 기온변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학습
• 우리나라 각 도시별 기온 변화 그래프를 해석하고 기온의 상승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목표
• 도시의 열섬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동영상을 시청하고 1921~2010 각 도시별 기온 상승의 원인 알아보기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 변화에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
엇일까?

Co

도입
(5분)

동영상
학생활동지
- 1921년~2010년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 변화 그래프 자료를
해석한다.
❶ 각 도시별 기온 변화는 어떠한가?
❷ 각 도시별 기온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 지구 온난화 유튜브 시청(https://www.youtube.com/watch?v=D6FbYNn4yXI)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참고하여 도시의 열섬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
자.
CD

온실 가스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온실 가스 저감 방법 중 도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도시 가정에서 채소 및 화초 재배 방법을 찾아보자.

학습
학생활동지
스마트팜
활동  스마트 온실 견학(전북농식품개발연구원)
농장
견학
(70분)
- 견학을 통해 스마트팜의 구조를 이해하고 스마트팜이 현재 농업과 비교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찾아 실생활 적용방안을 말하게 한다.
CD

바쁜 현대인이 채소나 화초를 손쉽게 가꿀 수 방법은 무엇일까?
- 소프트웨어와 각종 센서를 적용한 스마트팜을 도시 농업과 연결 한다.
-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작물을 선정하고 작물의 성장 조건을 조사한다.

ET
CD

스마트팜 농장에서 느낀점을 발표하게 하고 발표내용을 종합하여 앞으로 가정
에서 스마트팜 농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또한 자신의
조가 앞으로 가정에서 키우고 싶은 식물을 정해 앞으로 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한다.

Tip!

스마트 온실을 견학할 때 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 사용하기 위해 메모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한다.

마무리
(15분)
지도상
유의점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작물을 선정하고 작물의 효능 및 성장 조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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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사물인터넷 개념 이해

차시

3/7차시

중학교

과목 기술가정(기술의 세계-제조 기술과 자동화)
(단원) 기술가정(기술의 세계-기술과 발명
과학 3학년(과학과 인류 문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통합)

교육
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센서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 팜으로 온실가스 배
목표
출을 저감시킬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스마트팜 케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사물인터넷 시대 이해하기, 식물의 성장 조건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구상하기
식물의 성장 조건에 맞춰 온도, 수분, 빛의 양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Co

무엇일까?
- 식물의 성장 조건에 맞춰 빛, 온도, 물의 양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어할

도입
(5분)

수 있다.

동영상
(02:35)

사물인터넷 관련 동영상을 보고, 사물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Co

있는지 생각해 보자.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EXiTp7pjj4 ]
- 사물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둠별 토의 후 발표해 본다.
   사물인터넷에 사용된 각종 센서의 과학적 원리 알아보기, 스마트팜 설계하기
사물인터넷이란 무엇일까? 사물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센서의 과학적 원리

CD

생각해 본다.
-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식물의 성장에 중요한 물, 햇빛,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의 과학적 원리 조사하기

학습
활동
(30분)

Tip!

각종 센서에 사용된 과학적 원리를 모둠원과 토의하여 탐구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활동지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재배하고자하는 식물과 선택한 식물의 재배 조건은 어떤가?

CD

- 모둠별 재배하고자하는 식물을 선택하고 성장 조건을 조사하여 보자.
Tip!

농촌진흥청(영농기술) 홈페이지 등 활용하여 서장 조건 조사한다.
스마트팜을 어떤 모형으로 제작할까? 전개도를 그려 보자.

ET

- 전개도를 그려 보자.

마무리
(10분)

ET

모둠별 발표를 통해 사물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식물의 성장 조
건에 맞춰 빛, 온도, 물의 양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구상하여 본다.

Tip!

사물인터넷과 각종 센서 제어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도상 차시 수업을 위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설계도에 의한 스마트팜 케이스 재료와 재배 작
유의점 물을 준비하며, 학생들은 작물의 재배 조건(수분센서, 조도센서, 온도센서 값)을 조사하
여 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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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라즈베리파이로 스마트팜(식물 공장) 만들기

차시

4~5/7차시

중학교

과목
기술가정(기술의 세계-제조 기술과 자동화)
(단원) 과학 3학년(과학과 인류 문명-미래 생활에 영향을 줄 과학 기술)
교육
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학습
• 라즈베리파이와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팜(식물공장)을 만들 수 있다.
목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라즈베리파이와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팜(식물공장)을 만들기
라즈베리파이란 무엇인가? [라즈베리파이 - 처음 접하는 라즈베리파이] 동영상을

Co

보고, 라즈베리파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동영상
및
학생활동지

도입
(15분)
[동영상
:https://www.makeall.com/subpage.php?p=view&page_num=52&mb_id=leehee43&page=70]
- 아듀이노 UNO와 라즈베리파이의 차이점은?
- 라즈베리파이의 특징은?
- 라즈베리파이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 [컴퓨터 언어 이해하기] 컴퓨터 언어 파이썬(Python)은 무엇인가?
라즈베리파이에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스마트팜(식물공장)을 만들어 보자.

CD

- ADC를 이용한 신호 변환, 식물의 성장환경(빛) 제어

학습
활동
(60분)

스마트팜
제작 재료

- 식물의 성장환경 수분, 온도 제어
- 인체감지센서(PIR)를 통한 식물 관리

마무리
(15분)

지도상
유의점

ET

모둠별 제작한 스마트팜에서 각종 센서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모둠별 제작한
스마트팜에 대하여 발표한다. 스마프팜에 작물의 재배 조건을 설정하고, 작물을 식
재하여 재배 계획을 설계한다.

Tip!

소프트웨어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다.
https://www.make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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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병
재배작물

소주제 우리집의 작은 농장 스마트팜 활용 식물 재배하기

차시

6/7차시

중학교

과목
기술가정(기술의 세계-제조 기술과 자동화)
(단원) 과학 3학년(과학과 인류 문명-미래 생활에 영향을 줄 과학 기술)
교육
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학습
• 스마트팜(식물공장)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목표
학습
과정
도입
(5분)

교수학습 활동
  스마트팜(식물공장) 활용하여 식물의 성장 관찰 및 재배 조건 보정하기
Co 모둠별 제작한 스마트 팜에서 재배한 식물은 잘 성장하였는가?
- 온도, 조도, 수분 조건에 따른 성장 속도 관찰한다.

CD

학습
활동
(35분)

프로그램화한 성장 조건에 의해 작물은 잘 성장하고 있나요? 식물의 성장 정도를
모둠별로 발표하여 보자.
- 작물의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면 원인은 무엇일까?
- 작물에 따른 성장 적합한 성장 조건 찾아 보정 설계

보정한 성장 조건에 의하여 식물 재배 계획은?

ET

마무리
(5분)

지도상
유의점

준비물

ET

모둠별 스마트팜 활동 과정 발표 및 평가
- 모둠별 식물 재배 결과, 2차 식물 재배 계획 및 활동 소감을 발표한다.

Tip!

제작한 스마트팜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최소 3주 정도) 지난 후
6차시 수업을 진행하며, 작물의 성장 정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모둠
별 작물의 성장 정도를 SNS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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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스마트팜
및
관찰일지

소주제 온실가스 저감 방법인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차시
과목 중학교 3학년 과학(과학과 인류 문명),
(단원) 중학교 기술가정 (녹색 가정 생활의 실천)
교육
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학습 • 스마트 팜 활용 방안을 온실 가스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목표 •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발표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7/7차시

준비물

  스마트 팜 활용에 따른 온실 가스 대책 방안 관련성 찾기
도시의 스마트 팜 활용 방안은 온실 가스 저감 대책으로 가능할까?

Co

- 도시의 텃밭이나 건물옥상의 농원, 자연학습장은 자체가 삭막한 도시 속
녹지구역이다. 나비들이 날아오고 풀 씨앗들이 떨어져 나면서 도시의 녹색생태계를
건강하게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해 주며, 미적 경관을 좋게 하여 도시의 가치를

도입
(5분)

향상시킨다.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산소와 수분을 배출하고 다양한
유해가스를 흡착하여 도시를 맑게 해 준다.
도시 가정에서 스마트 팜 활용한 식물 재배의 가능성은?

Co

-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의 보급으로 도시의 모든 가정에서 사물인터넷의 각종
센서의 과학적 원리만 안다면 스마트 팜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도시 농업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농업 스마트 팜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개선 홍보 자료 찾기,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 찾기
CD 도시 농업인과의 인터뷰 하기

학생활동지
도시 농업인에게 인터뷰할 자료를 미리 작성하고 도시 농업인의 스마트 팜에
발표자료
대한 인식의 조사를 먼저하고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학습
만들
도 조사한다.
준비물(전지,
활동
- 스마트팜 홍보[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EXiTp7pjj4 ]
유성펜,
(25분)
- 도시 농업의 애로점과 사물 인터넷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인터뷰를 하 투명테이프,
면서 녹음한다.
스티커)
CD 인터뷰 내용 발표 및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한다.
-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고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둠별 전지에 발표자료를
제작한다.
Tip!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 조별 발표 및 평가하기
ET

마무리
(10분)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 조별 발표
발표자료

- 개인별 평가하기
Tip!

조별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료를 교실 벽지나 칠판에 붙여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잘 된 자료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다.

지도상 Tip! 도시 농업인을 선정하고 인터뷰하는 것은 6차시 지도가 끝나기 전에 학생들이
유의점 미리 끝내서 7차시 수업시간에는 인터뷰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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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지구 온난화 주범은 누구인가?(1~2/7차시)

학생활동1 우리나라 각 도시별 기온 변화 그래프를 해석하고, 기온 상승의 원인을 말해봅시다.

<상황 제시> 다음은 1921년~2010년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그림 자료이다.

[출처] 한국의 자연지리 2012.12.30., 서울대학교출판부(김종욱 외)
❶ 각 도시별 기온 변화는 어떠한가?
1930년대에 비해 1950년대에 모든 지점에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1980년대 이후 현저한 고온화가 나
타난다.

❷ 각 도시별 기온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구 온난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한반도의 온난화 경향과 함께 각 관측 지점의 도시화로 인한 국지적인
상승 경향을 보인다.

- 44 -

차시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피해 및 대책 모색하기(1~2/7차시)

학생활동2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참고하여 도시의 열섬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창의적 설계>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그림 자료를 참고하여 도시의 열섬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온실가스와 연관 지어 찾아 글로 써보고 조별로 발표하자.

❶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도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❷ 도시의 가정에서 채소 및 화초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고 스마트 온실 견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창의적 설계>  스마트 온실 견학(전북농식품개발연구원)
- 견학을 통해 스마트팜의 구조를 이해하고 스마트팜이 현재 농업과 비교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찾아 실생활 적용방안을 말하게 한다.

CD

바쁜 현대인이 채소나 화초를 손쉽게 가꿀 수 방법은 무엇일까?
- 소프트웨어와 각종 센서를 적용한 스마트팜을 도시 농업과 연결 하는 방법은?

- 자신이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작물을 선정하고 작물의 효능과 성장 조건을 조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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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지구 온난화 주범은 누구인가?(1~2/7차시)

학생활동3 사물 인터넷 시대의 개념 이해하기
<상황 제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 변화에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청하고 아래 학습지에 느낀점을 적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D6FbYNn4y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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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4 사물인터넷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의 과학적 원리 이해하기(3/7차시)
❶ 사물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센서의 과학적 원리를 모둠원과 탐구하여 보자.
센서

이미지

과학적 원리

토양 수분 센서

토양내 수분 함량에 따른 저항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로
토양 결정체와 공극 공간이라 불리는 공기 주머니로 이
루어진 흙에 물을 주면 공극 공간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 물로 인하여 양극 전원 사이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다. 수분함량이 많으면 저항값이 감소하며, 수분 함량이
감소하면 저항값이 증가 한다.

조도 센서

빛 자체 또는 빛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
하여 감지하는 소자로, 센서의 특징은 비접촉, 비파괴, 고
속도, 주변 잡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측정할 수 있다. 광
에너지(빛)를 받으면 내부에 움직이는 전자가 발생하여
전도율이 변하는 광전효과를 가지는 소자를 사용하며,
빛의 양이 많아질수록 전도율이 높아져 저항이 낮아진
다. 황화카드뮴(Cds)을 소자로 사용한 경우, CdS 센서라
고 한다.

온도 센서

물체의 표면 온도에 따라 복사에 의한 전자기파의 파장
분포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다. 온도 센서는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내부 저항 값이나 전압 혹은 전류가 변하
는 센서이다.

사물인터넷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의 과학적 원리 이해하기(3/7차시)
차시
학생활동5 스마트팜 설계하기
<상황 제시> 제작하고자 하는 스마트팜을 구상하고 전개도를 그려보자.(모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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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라즈베리파이로 스마트팜(식물 공장) 만들기(4~5/7차시)

학생활동6 라즈베리파이란 무엇인가?
<상황 제시> 라즈베리파이란 무엇인가? [라즈베리파이 - 처음 접하는 라즈베리파이] 동영상을 보고,
라즈베리파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동영상 :https://www.makeall.com/subpage.php?p=view&page_num=52&mb_id=leehee43&page=70]
❶ 아듀이노 UNO와 라즈베리파이의 차이점은?

❷ 라즈베리파이의 특징은?

- 내부를 볼 수 있다.
- TV와 연결할 수 있다.
- 저렴하다.
❸ 라즈베리파이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음악, 사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 로봇을 만들 수 있다.
❹ [컴퓨터 언어 이해하기] 컴퓨터 언어 파이썬(Python)은 무엇인가?

- 1990년 암스테르담의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개발한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교육 목적뿐 아니라 실
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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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라즈베리파이로 스마트팜(식물 공장) 만들기(4~5/7차시)

학생활동7 라즈베리파이로 스마트팜을 만들어 보자.
<상황 제시> 라즈베리파이와 각종 센서로 스마트팜을 만들어 보자
❶ 라즈비안 리눅스 운영체제 설치하기

1) 라즈비안 기본 세팅하기
2) 라즈베리파이 SOI 설정하기
4) 리눅스 명령어 익히기(sudo, cd, mkdir, ls 등)
❷ ADC를 이용한 신호 변환, 식물의 성장환경(수분, 조도, 온도 등) 제어

- GPIO 라이브러리
- 센서 실습하기
수분센서(CH1)
온도 센서(CH7)
조도 센서(CH0)
1. MCP3008 제어하는 함수

2. 수분 센서 제어하기

3. 조도 센서 제어하기

4. 온도 센서 제어하기

5. 물 펌프 제어하기

6. 수분센서의 데이터 값에 따라 물 펌프 제어하기

7. 조명 제어하기

- 통합하기
- 스마트팜 자동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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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온실가스 저감 방법인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7/7차시)

학생활동8 인터뷰 질문 내용을 기록하고 인터뷰 내용 녹음하기
<인터뷰 질문 예시>
1. 어떠한 방법으로 식물 재배를 하십니까? 주말농장, 옥상텃밭, 베란다텃밭, 주변텃밭채소등

2. 도시 농업이 주는 매력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도시 농업은 도시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도시에서 살면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애로점은?

5. 식물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물 인터넷을 아십니까?

6. 가정에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스마트 팜을 운영 하실 의향은?

7.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도시 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8. 도시 농부가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더 도시 농업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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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온실가스 절감 방법인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7/7차시)

학생활동9 도시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활성화 방안>

1. 도시 농부를 통한 활성화 방안

2. 우리들이 찾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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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자료
차시

지구 온난화 주범은 누구인가?(1~2/7차시)

참고자료1 기간별 지점별 기온 상승률
※ 기간별, 지점별 기온 상승률(℃)1)
구분

1969~2000(℃/32년)

1954~2000(℃/47년)

1921~2010(℃/90년)

부산

1.41

1.22

1.62

목포

0.96

0.52

0.90

서울

1.63

1.65

2.34

대구

1.66

1.74

2.52

강릉

1.38

1.22

1.89

전주

0.86

0.71

1.89

인천

1.57

1.22

1.80

제주

1.18

0.99

-

광주

1.25

0.94

-

여수

1.09

0.75

-

울산

1.34

1.22

-

울릉도

1.09

0.71

-

추풍령

0.64

0.33

-

포항

1.82

1.65

-

수원

2.18

-

-

춘천

0.90

-

-

청주

1.76

-

-

속초

0.67

-

-

서산

0.70

-

-

통영

0.77

-

-

군산

0.99

-

-

서귀포

1.31

-

-

대전

1.54

-

-

평균

1.25

1.06

1.85

1) 한국의 자연지리 2012.12.30., 서울대학교출판부(김종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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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지구 온난화 주범은 누구인가?(1~2/7차시)

참고자료2 다양한 식물의 효능2)
'치커리’ 치커리에 함유되어있는 이눌린 이라는 성분은 당수치가 오르는 것
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도와 혈관질환을 예
방하고 특히, 당뇨병 질환에 좋다.

'깻잎' 깻잎에는 철분과 칼슘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서 식욕부진이나 설
사, 변비, 위장장애에 좋다. 암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상추' 상추를 먹으면 졸린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상추에 들어있는 알칼
로이드 성분 때문이다. 이 성분은 진정작용과 불면증해소에 효과가 있는데
이로 인해 잠이 온다.

'뉴그린' 토스카노라고 불리기도 한다. 뉴그린은 푸릇 푸픗한 녹색 쌈채소
들 중에서도 영양가가 높다. 뉴그린에 포함되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이소
티오시아네이트 등 구성 물질이 소화기관에서 항암작용을 하고 소장을 튼
튼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다.

'청경채'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미용에도
좋고 변비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쌈케일' 품종의 선조가 브로콜리이다. 쌈케일은 독특한 향과 톡!하고 쏘는
맛이 특징인데, 고혈압과 당뇨에 좋으며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이 탁월
하다.

'쑥갓' 칼륨의 함유랑이 높고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나트륨을 배출
시켜서 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2) 영도목장원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쌈채소의 종류와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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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사물인터넷 이해하기(3/7차시)

참고자료3 사물인터넷 관련 동영상 자료
❶ <상황제시> 사물인터넷 관련 동영상

∎ 사물인터넷 관련 동영상 자료 중 택 1
- https://www.youtube.com/watch?v=iGRBWvrBuro(47:05)
- https://www.youtube.com/watch?v=ZOAst12QRiA(11:55)
- https://www.youtube.com/watch?v=A5fVAxFjIbs(35:52)
❷ 사물 인터넷(IoT)3)이란?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실세계(physical world)와 가상 세계(virtual world)의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여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 시설
유비쿼터스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컴퓨팅 기기들이 환경과 사물에 심겨 환경이나 사물 그 자체가
지능화되는 것부터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지능 통신을 할 수 있는 엠투엠(M2M: Machine to
Machine)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 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 작용하는 개념으
로 진화했다. 사물 인터넷(IoT)의 주요 기술로는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사물 인터넷
인터페이스 기술, 사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기술 등이 있다.

차시

사물인터넷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의 과학적 원리 이해하기(3/7차시)

참고자료4 스마트팜 설계하기
<상황 제시> 제작하고자 하는 스마트팜을 구상하고 전개도를 그려보자.(모둠 활동)

3) 한국정보통신기술협의회(TTA) 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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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사물인터넷 이해하기(4~5/7차시)

참고자료5 라즈베리파이 - 처음 접하는 라즈베리파이
❶ 라즈베리파이란?

4)"

라즈베리 파이는 케임브리지 컴퓨터 랩의 에반 업톤(Eben Upton)이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매년 컴퓨터 과학
을 공부하고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질이 낮아져가는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어린이들을 위한 작고 값 싼 컴퓨
터의초기 개념을 고안하면서 2008년 라즈베리 파이 재단을 설립하였다. 라즈베리 파이는 그래픽 성능이 뛰어
나면서도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즈베리 파이는 하드 디스크 드라
이브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며, SD 카드를 외부 기억장치로 사용한다. 라즈베리
파이는 신용카드 사이즈의 소형 컴퓨터로 TV와 키보드에 연결되어 사용 할 수 있다.작은 사이즈이고 초 저가
격이나 일반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스프레드시트, 워드 프로세싱, 게임,
인터넷서핑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취향이나 능력에 따라서는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다. 제작 취지는
프로그램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지역, 신분, 재정적인 구매력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라즈
베리재단의 모토이다. 라즈베리 파이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컴퓨터 교육 및 취미 활동 증진을 위해 만들어
진 ARM 리눅스 기반 싱글 보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식물공장(스마트팜)(4~5/7차시)
차시
참고자료6 식물공장(스마트팜) 제작 재료 목록
❶ 식물공장(스마트팜) 제작 소요 물품 목록
품

명

라즈베리파이3
식물성장용 전구
수분센서(Moisture Sensor)
반도체 아날로그 온도계
라즈베리파이2
펌프 튜브
조도센서
GPIO 확장 모듈
HDMI 케이블
조명 릴레이
mcp
배터리 홀더
micro sd카드
점퍼선 F-F
점퍼선 M-M
점퍼선 F-M
충전기
브레드보드 400핀
액체 펌프
펌프 릴레이
브레드보드 830핀
식물성장용 전구 리셉터클
스마트팜 케이스

규 격

팀당수량

라즈베리파이3B, 방열판 2개 SET,
CPU 처리속도 1.2GHz, 크기 85×56×17mm

1

식물생장등 5W, 직경 4.7cm, 높이 7.5cm
동작 전압: 2.0V~5.0V, 치수: 20.0mm×51.0mm, 나사 규격:
2mm
측정범위: -40~125도(오차범위 약±2도)
B+ GPIO 40핀 케이블
실리콘 호스, 3.0*5.0*1m
포토레지스터,CDS,조도(밝기)측정센서
B+ 호환
HDMI to DVI 1m
8-Channel 10-Bit ADC With SPI Interface
4xAA스위치
microSD Ultra 16GB
40핀 커넥터 F-F 10cm(Female - Female)
40핀 커넥터 M-M 10cm(Male - Male)
40핀 커넥터 F-M 10cm(Female - Male)
필룩 PFTC-2000 마이크로 5핀 가정용충전기 5V 2A 173
투명 브레드보드 아두이노/라즈베리파이 호환400핀
사이즈/Arduino
내경 3mm, 외경 5mm, 유속 80mL/min
5V 1채널 릴레이(250ACV, 30DCV 10A)
크기 165x56x8.5 mm
검정색, 부하선 2m, 콘센트 포함

4) http://blog.naver.com/itwarecokr/22071490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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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3
1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차시

라즈베리파이로 스마트팜(식물 공장) 만들기(4~5/7차시)

참고자료7 수분센서, 조도센서, 온도센서 제어하기(라즈베리파이로 스마트팜을 만들기)
❶ ADC를 이용한 신호 변환, 식물의 성장환경(수분, 조도, 온도 등) 제어

1. 수분 센서 제어하기

2. 조도 센서 제어하기

3.온도 센서 제어하기

4. 물 펌프 제어하기

5. 수분 센서의 데이터 값에 따라 물 펌프 제어하
기

6. 조명 제어하기

- 통합하기
❷ 스마트팜 자동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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