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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1. 요약문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
한 창의적․융합적 소통 능력이 신장된 인재 양성을 위해 ‘MAKER 교육 기반 창의소통 수업 개
발’을 목표로 본 연구회는 1년간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수행 내용
1) STEAM 프로그램 연구 및 적용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교과 간 유기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과학, 수학, 예술교과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고 추후 지속가능한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로 확장
2)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프로그램 투입 전과 후의 내적 변화 및 지적 성장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 교육과정-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 모색
3)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 연구 과제와 관련한 유익한 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인근학교 관련
교과 교사 초청을 통한 워크샵 개최 및 지식 나눔활동(2회 이상), 자발적 수업공개를 통해
아이디어 공유의 시간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진행
나. 연구 수행 결과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 수혜학생 수
학생 태도검사

수행 결과
STEAM 지도안 총 12차시 개발
2018.8.13.(월) ~ 2018.9.28.(금)
금산고등학교 103명(고등학교 1학년 전체)

사전검사 및 실태파악

미실시

사후검사 및 결과분석

미실시
2018.6.21.(목) 5교시(13:40~14:30) 수업공개 및 워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학교밖 교사동아리(충남과학고 ‘창공’)
연계 전문가 지식 나눔 활동

샵
2018.10.22.(월) 18:20~22:20 STEAM 교육의 이해와
실제 강의 및 토론

다. 연구 결론
1) 대다수 학생들이 즐겨하는 예술 영역을 토대로 한 Maker 교육을 진행하여 관련 분야의
학습자 흥미 증진
2) 스스로 만든 아두이노 기반 플랫폼 활용으로 학생 자발적 미래 인재상 함양
3) 제작된 산출물의 추후 연구방향이나 개선과정을 창의소통하는 과정에서 고유한 아이템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해당 과제의 전문성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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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4차산업혁명, 미래의 직업의 다양한 변화로 인한 대비능력, 소프트웨어 기반 창의적, 융합

적 사고역량 강화, 이러한 키워드 들은 이미 새로운 용어가 아닌 이미 패러다임 변환기를

∙

지나 이미 현재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평범한 일상처럼 오르내리는 용어가 되었다. 교육
계에서 이와 관련한 표준화된 교수학습 모형 체계는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및 Maker 교수학습 컨텐츠 예시자료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력, 창
의력, 융합적 사고력, 협업능력 등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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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내용
➀ STEAM 프로그램 연구 및 적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을 교과 간 유기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과학, 수학, 예술교
과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고 추후 지속가능한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교수학습 각 차시간 긴밀한 연계성과 위계 및 체계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도록 하며 각 소단위 차
시들은 정규수업 뿐만 아니라 학생 체험활동에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➁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프로그램 투입 전과 후의 내적 변화 및 지적 성장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
여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도록 한다.
➂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연구 과제와 관련한 유익한 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인근학교 관련 교
과 교사 초청을 통한 워크샵 개최, 자발적 수업공개를 통해 아이디어 공유의 시간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갖도록 한다.
※ 프로그램 개발 중점사항(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였는지 작성)

과거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임베디드 시스템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시장이 대중화 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모든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범용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반 MCU 보드
와 센서,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수학, 과학, 정보, 예술, 인문 과목을 어우를 수 있는 STEAM 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입문하는 학생들의
다수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흥미 있는 음악적 소재를 통해 초기 접근의 장벽을 낮추어 주는 프로그
램을 제작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초기 프로토타입 모델 관련 활용 매뉴얼 제작하여 Maker 교
육에 관심을 두고 입문하고자 하는 일선 학교 교사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 학생 태도검사 대상의 선정 이유

대상은 금산고등학교(일반계 고등학교)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정보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1학년 5개
반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명
MAKER 교육 기반 창의소통 수업 개발
학교급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1학년
중심과목

과학탐구
성취기준 영역
실험

[고등학교] (2) 표현

물리
[고등학교 1~3학년] 과학탐구실험 (2) 생활 속의 과학 탐구
정보
연계과목
[고등학교 1~3학년] 정보 (3) 추상화와 알고리즘
연계과목
음악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3학년] 정보 (4)프로그래밍
STEAM
통합과학
[고등학교 1~3학년] 음악 (1) 표현
프로그램
주제
차시
구분
과목 연계(안)
연번
(시수)
1
3
음악(1) + 정보(1) + 영어(1)
개발계획
2
3
음악(1) + 정보(1) + 영어(1)
3
2
물리(1) + 정보(1)
4
2
물리(1) + 정보(1)
5
2
정보(1) + 음악(1)
개발 적용
총 12차시 분량 중 모두 적용 완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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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행결과

◦연구수행결과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학생 태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특허출원(국외, 국내)

수행 계획
총 12차시 예정
2018. 8. 13. ~ 2018. 9. 28.
금산고등학교 103명(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 예정
4월 30일, 2개 학급(59명) 실시 완료
실시하지 않음
실시하지 않음
2018.6. 21. 5교시(13:40~14:30) 수업공개 및 워크샵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결론 및 제언
- Maker 교육에 있어 대다수 학생들이 즐겨하는 예술 영역을 토대로 흥미를 유발

하고 진입장벽을 낮춤
- 아두이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련 동

아리를 조직과 예산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 도전 의식을 함양함.
- 제작된 산출물의 추후 연구방향이나 개선과정을 창의소통하는 과정에서 고유한 아

이템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해당 과제의 전문성을 신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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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MAKER 교육 기반 창의소통 수업 개발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3/12

2

4~5/12

3

6~8/12

4

9~11/12

(과학탐구실험)
(연계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성취기준 영역
[10과탐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정보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2-02] 영화, 건축, 요리, 스포츠, 미디어 등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4)프로그래밍

분야에 적용된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2-03] 과학 원리를 활용한 놀이 체험을 통해 과학의 즐거움을 느
낄 수 있다

음악
(1)표현
정보
(4)프로그래밍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2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3
/12

Arduino 기초

∘주제와 관련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Arduino 및 프로그래밍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수업
컨텐츠 구성
∘Arduino 전자악기 제작에 앞서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기반으로 기초
수업내용 구성
∘ Co Arduino 의 유래, 동작원리, 적용분야
CD LED, 초음파 센서, Piezo 스피커 동작 실습
ET LED 점멸 및 스피커 음계 출력 응용
∘실습에 앞서 Arduino 학습에 필수적인 기초 전자기적 지식을 토대로 센서와 엑츄에이터의
과학적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활동을 포함토록 함.
∘소스코드 작성을 위한 알고리즘 파악 및 주요 함수와 제어문, 반복문, 조건문 등의 기본 구
문 구조를 학습하도록 함(정보과목 연계)
∘차시별 주요 교수학습내용
1 차시: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Arduino 실습, 주요 부품 파악, LED 원리와 동작
2 차시: 피에조 부저 동작과 음악연주
3 차시: 초음파 센서 동작과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운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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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단원)명

4~5
/12

∘다양한 소리를 발생하는 음원의 특징을 토대로 파형 분석, Sound 관련 App 활용 수업
∘Piezo Auto music 플레이어 제작을 통한 합주
Co 피에조 부저가 출력하는 소스코드 상의 해당 음의 주파수 확인 및 검증
CD sound generator app 을 통한 가청 주파수 확인, 음파 분석 app 을 통한 파형 검출 및
분석
ET 악기 출력 app 을 이용한 음파 분석, 기본음계(CDEFGAB) 주파수를 이용한 piezo 부저
음악 합주
주제(단원)명

6~8
/12

/12

스피커 원리와 증폭회로

∘스피커의 구조와 원리를 파악(전자기 유도)
∘스피커 제작과 증폭회로 제작
Co 간단한 스피커의 각 구성부품이 하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탐색
CD 증폭회로의 역할과 관련 회로 조사 및 간단한 증폭회로 조사
ET 스피커 제작, 증폭회로 제작 및 테스트
주제(단원)명

9~11

소리의 발생과 전파, 주파수와 음계, 아두이노 합주

Midi Shield 를 활용한 디지털 악기 제작

∘Midi Shield 의 특징과 활용
∘Midi Shield 소스코드 예제 활용을 통한 디지털 피아노 프로토 타입 제작과 응용
Co Midi Shield 활용과 응용범위
CD Midi Shield 를 이용하여 어떠한 전자악기를 만들 수 있을까?(어떠한 센서로 어떻게 음을
출력할까?), 교사 제시 예제를 통한 모방 실습 및 분석
ET Midi Shield 를 이용한 자신만의 창의적 디지털 악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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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과학탐구실험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과탐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2) 생활 속의 과학탐구

중심과목
성취기준

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Arduino 기초

차시

1~3/12

∙아두이노의 역할과 응용 가능 분야를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led, 피에조 부저, 초음파 센서를 작동할 수 있다.
∙초음파 센서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중력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정보
[고등학교] (4) 프로그래밍
성취기준 영역
S led, 피에조 부저, 초음파 센서의 원리, 중력가속도
T 아두이노 스케치, 변수선언, pinMode, loop, digitalWrite, delay 함수, 알고리즘
STEAM
E
요소
A
M
∙주제와 관련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Arduino 및 프로그래밍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수업
컨텐츠 구성
개발 의도
∙Arduino 전자악기 제작에 앞서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기반으로
기초 수업내용 구성
학습목표

※ (개발 의도 및 교수·학습 내용 상세설명)
∙오픈소스 하드웨어, 아두이노 역사, 필요성, 활용분야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해보고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 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Arduino 의 특징과 장점,
기능, 능숙히 다루고 공부하기 위한 단계에 대해 자발적으로 습득한다.
∙아두이노 센서와 액츄에이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것을 작동하기 위한 소스코드와 알고리즘도
각각의 개성과 특징이 있다. 본 교수학습의 첫 단계인 1~3 차시는 최종 목표인 아두이노 전자악기와
관련한 핵심 전자 부품 몇 가지를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통한 실습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
변경 또는 소스코드 수정을 통해 센서와 액츄에이터의 동작이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지를 파악하여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임베디드의 역할과
상 활용분야는 무엇일까?
STEAM
황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학습준
제 등장배경은 무엇일까?
거
시 ∙IDE 설치와 기능은
무엇일까?

∙브레드보드, 저항, 스위치의 기
창
능과 구조를 파악한다.
의
∙led, 피에조부저, 초음파 센서의
적
구조와 원리를 파악한다.
설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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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피에조부저, 초
음파 센서 동작 예시
수행해 보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하드웨어
입출력의
변화를 주어 깨닫게
된 점을 기록 또는
발표하고 생각을 공
유한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
하여
중력가속도는
어떻게 측정할까?

감
성
적
체
험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탐구실험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과탐02-02] 영화, 건축, 요리, 스포츠,
[고등학교] (2) 생활 속의 과학탐구

중심과목
성취기준

미디어 등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분야에
적용된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통
해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소리의 발생과 전파, 주파수와 음계,

차시
4~5/12
아두이노 합주
∙사운드 관련 app 을 이용하여 피에조 부저를 통해 재생되는 음 노트의 파형을 분석하여
소리의 3 요소와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작은별’ 악보를 이용하여 음 노트를 추출하고 아두이노 피에조 부저 뮤직플레이어를
제작하여 합주를 할 수 있다.
연계과목
정보: [고등학교] (4) 프로그래밍
연계과목 정보, 음악
성취기준 영역 음악: [고등학교] (1) 표현
S 음파의 파장, 진동수, 파형의 특징과 분석, 음파의 중첩과 맥놀이, 하모니
T
STEAM
E
요소
A 음계, 아두이노를 이용한 리듬, 하모니, 멜로디 구현 및 합주 모듈 제작
M
∙피에조 부저를 이용한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수행단계에서 등장하는 음파와 관련한 과학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내용 구성
∙스마트폰 사운드 app 을 활용하여 음파를 분석하고 소리의 요소 중 일부를 변화 시킬 때
app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통해 소리의 3 요소의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발 의도
프로그램 구성
∙샘플 악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음파의 진동수 데이터를 추출하고 음노트를 정의하고
array 함수를 구성하여, 피에조를 통해 플레이가 가능 하도록하여 원하는 곡을 합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개발 의도 및 교수·학습 내용 상세설명)
∙전시 학습에서 제작한 ‘학교종이 땡땡땡’의 각 음 note 별로 진동수를 분석하도록 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여 진동수와 음파의 특징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사운드 app 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통해 재생되는 음원의 파형을 분석하도록 하여 악기 파형이
지니는 특징을 묘사하도록 한다.
∙피에조 부저를 이용하여 주어진 악보를 채보하여 연주가 가능한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해본다. 두 개 이상의 파트를 구성하여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한다.
모둠별로 원하는 곡에 대한 연주 방법을 어떻게 코딩할지 협의하고 실행하고 피드백 한다.
상황 제시

상
STEAM
황
학습준
제
거
시

∙학교종이
땡땡땡의
각 음 노트들은 물리
적으로 무엇이 어떻
게 다른가?
∙각종 악기에서 연주
되는 소리의 느낌이
다른 이유는 음파의
어떤 특성 차이에서
생기는 걸까?

창의적 설계
∙음파 분석을 할 수 있는
창 Sound App 의 종류와 특징에
의 대해 조사한다.
적 ∙음파의 성질과 특성에 대해 알
설 아본다.
계 ∙듣기 좋은 화성의 기본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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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곡의 합주를 위한 화
성
성을 구현하기 위한
적
소스코드를
어떻게
체
구성할지 알아본다.
험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탐구실험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과탐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
[고등학교] (2) 생활 속의 과학탐구

중심과목
성취기준

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전자기유도, 마이크와 스피커의

차시
6~8/12
원리, 증폭회로
∙스피커의 구조와 원리를 토대로 전자기 유도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스피커를 제작할 수 있다.
∙LM386 을 이용하여 간단한 증폭회로를 제작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전자기유도, 페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전자기력
T
STEAM
E 스피커 제작, 증폭회로 구성 및 제작
요소
A
M
∙피에조 부저를 통해 연주되는 사운드의 경우는 단순하고 특정 음색만을 출력하는 작은
스피커에 불과하다. 사운드 출력장치인 일반적인 스피커의 구조와 원리에 배경이 되는
전자기유도현상, 페러데이법칙, 전자기력의 크기와 방향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개발 의도
∙주변에서 구할 수 이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이 스피커를 제작해 보도록 한다.
∙증폭회로 모듈의 핵심 IC 칩 LM386 의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증폭회로를 직접 브레드
보드에 구성해보도록 한다.

※ (개발 의도 및 교수·학습 내용 상세설명)
∙피에조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사운드는 볼륨이나 음색을 조정할 수 없는 단 선율 사운드이다. 본 교수학습
컨텐츠의 최종목표는 디지털악기의 원리파악과 창의적인 디지털 악기 제작이다. 그 과정에 있는 학습주제
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운드 출력 장비인 스피커의 구조와 원리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8 Ohm 스피커를 각 요소를 확인하고 역할에 대해 조사하도록 한다.
∙상용화된 스피커에서 사운드 발생에 필수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그 요소와 관련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간이 스피커를 직접 제작하고 테스트해 보도록 한다.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하기 위한 필수 IC 칩 LM386 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전해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가변저항 등을 이용하여 브레드보드에 증폭회로를 구성하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상
STEAM
황
학습준
제
거
시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출력되는 과정의 과
학적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 그 원리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
는 간단한 실험을 조
사해보자.

∙스피커의 음이 출력되기 위해
창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무엇일
의
까?
적
∙스피커를 제작하기 위해 주변
설
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계
재료는 무엇일까?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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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386 의 쓰임애 대
해 알아보고 기본적
인 증폭회로를 구성
하고 테스트 해보도
록 하자.

감
성
적
체
험

중심과목

과학탐구실험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2) 생활 속의 과학탐구

[10과탐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
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전자악기 원리, 전자악기 제작
학습목표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9~12/12

∙푸쉬버튼, 자이로센서, 초음파 센서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악기를 제작하고
연주할 수 있다.
[12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
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연계과목

음악, 정보

[12정보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연계과목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성취기준 영역
[12정보04-10]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으로 구현하고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S
T
STEAM
E 전자 악기 제작
요소
A 음악의 표현, 여러 가지 화음, 여러 가지 음색
M
∙다양한 센서의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음계를 출력하는 방법을 구현함으로써
피지컬 컴퓨팅의 구체적 사례를 경험하도록 한다.
∙각 센서와 모듈 동작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이 어떻게
개발 의도
구현되는지 직접 조작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디지털 악기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악기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 (개발 의도 및 교수·학습 내용 상세설명)
∙다소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래밍과 하드웨어 메이킹 설계부터 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쉽고 대중적으로 흥미 있는 소재인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여 학습할도 있도록
구성한다.
∙전자악기 하드웨어의 출력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있어 핵심적인 것과 불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개된 소스코드를 적절히 변형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정형화 된 악기 형태의 구조적 개선, 전혀 색다른 형태의 악기 설계 및 제작과정의 공학적 요소를
가미하여 수공적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상
STEAM
황
학습준
제
거
시

∙피에조 모듈, 푸쉬버
튼, 초음파센서를 이
용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아두이노 디
지털 악기 모델 프로
토타입과 관련한 자
료 매뉴얼을 제공하
여 따라 해보도록 하
고 핵심적인 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창 ∙매뉴얼을 통해 파악한 소스코
의 드 및 하드웨어 레이아웃을 변
적 경하거나 추가하여 알고리즘의
설 핵심적인 사항을 파악하도록
계 한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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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쉴드를 비롯한 다
양한 아두이노 외부
모듈을 적용하여 실제
디지털 악기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
과 인터페이스를 설계
하여 프로토타입을 제
작하고 테스트 해보도
록 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1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Co 로봇청소기에 탑재된 임베디드 부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도입
(5 분) - 로봇청소기의 원리를 토대로 관련 부품을 검색하고 조사한다.

유튜브 아
두이노 프
로 젝 트
BEST 소개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등장배경은 무엇일까?
- 아두이노의 역사와 유래를 조사하고 필요성, 활용범위, 응용에 대해 도식화 하여
발표한다.
전개 -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센서와 액츄에이터에는 무엇이 있으며 활용사례에 대해 조
학생활동지
(30 분)
사한다.
ET 아두이노 인터페이스의 특징과 기능은 무엇일까?
- 범용 Arduino uno 보드의 외형을 살펴보고 보드에 구성된 부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조사 하여 발표한다.
CD

ET 아두이노 보드의 내장 led 를 어떻게 동작할까?
정리
-통합개발환경(IDE)의 설치와 구성, 기능, 메뉴들을 알아보도록 한다.
(15 분)
-기본 메뉴와 예제 소스코드를 통해 내장 led 를 동작해 보도록 한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2 차시)

Co 유아용품 중에 사운드북의 동작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은 무엇이 있을까?
도입
(5 분) - 사운드 북의 원리를 토대로 관련 부품을 검색하고 조사한다.

학생활동지

학습자료
및 유의점

사운드
북 소개
Tip!

피에조 스피커를 이용하여 간단한 뮤직 플레이어 장치를 설계하고 동작해보자.
-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함수 호출 방법 파악해보자
전개
학생활동지
- if 조건문, for 반복문을 이용한 음 노트 제어방법을 파악해 본다.
(30 분)
- tone 함수 활용 예제 소스코드를 통한 “학교종이땡땡땡” 연주를 실행해 본다.
CD

ET 적절한 리듬감을 어떻게 표현할까?
정리
-배열과 delay 함수를 이용하여 음 note 에 리듬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적 학생활동지
(15 분)
용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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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3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초음파의 기본 원리와 활용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Tip!
도입
- 초음파의 물리적 특징, 발생원리, 전파, 소리저항 등 특징, 활용분야와 장점에 대
(10 분)
ppt
해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물체 감지 및 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기본 소스코드와 회
로도를 제공하고 원리와 알고리즘을 파악하도록 한다.
전개 - 초음파 센서 데이터 시트 파악하여 센서모듈의 각 핀의 역할을 파악한다.
학생활동지
(30 분) - 음파의 속도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함수를 적절히 변형하여 위치, 속
도, 가속도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 후 소스코드를 작성하도록 한다.
CD

ET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중력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고 측정
정리
하도록 한다.
학생활동지
(15 분) -조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중력가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적 방법을 고안하고 직접 측정하여 이론값과 비교하도록 한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4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전시학습에서 피에조 부저를 통해 특정 음 note 음원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분석
도입 - ios 또는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사운드 관련앱을 검색해보고 각 app 의 기능과 음원
app
(10 분)
역할을 찾아보고 분류해보도록 하자. (악기 app, 함수발생기, 음파 발생기, 주파수
i-Analyzer)
검출기 등)
학생활동지
Co

피에조 부저를 통해 재생되는 음원 note 의 주파수 값을 app 을 통해 검증해보
도록 하자.
ET 다른 악기 app 을 통해서 재생되는 같은 주파수의 note 를 재생했을 때 이를 파
전개
형 분석 app 을 통해 분석하여 비교해보도록 하자. 또한 음원 note 의 악기종류
학생활동지
(30 분)
변화 없이 주파수 또는 데시벨 값을 변화 시켰을 때 출력되는 모습을 분석한다.
- 음파의 특성에 대응하는 크기, 파형, 높이에 해당되는 물리량을 파악하도록 음파
분석 app 을 통해 출력되는 파형 검출 형태를 비교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CD

ET 주파수가 다른 음파가 중첩되면 어떠한 파형을 나타낼지 확인하도록 한다.
정리
-주파수가 약간 다른 두 음원을 발생시켰을 때 청각으로 들리는 느낌과 파형은 어 학생활동지
(15 분)
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여 의견을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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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5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피에조 센서와 푸쉬 버튼을 이용하여 2 개의 아두이노 음원 재생기를 제작하여
합주를 하도록 샘플 악보(작은별)과 샘플 코드를 제시하고 연주되는 과정을 소개 Tip!
도입
한다.
(10 분)
ppt
-듣기 좋은 합주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Co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곡의 악보를 웹 검색으로 다운로드 받는다.
전개 - 악보의 필요한 음원 코드와 주파수를 정의하여 스크래치를 작성하도록 한다.
학생활동지
(30 분) - 두 개의 아두이노 모듈로 화성을 구성하기 위해 각 마디별로 base 음을 추출하도
록 한다.
CD

ET 여러개의 피에조 센서와 푸쉬버튼을 이용하여 합주를 재생하고 중지할 수 있는
정리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구현해 보도록한다.
학생활동지
(15 분) - 각 피에조 센서가 연주할 화성 파트를 구성하고 조화롭게 연주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보도록 하여 모듬별로 구현해보도록 한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6 차시)

Co .스피커의 사운드가 발생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도입
-사운드가 출력되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순서대로 그림으로 나타내보도록 하자.
(10 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ppt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생기는 전자기력과 그 원리와 법칙을
설명하고 이 원리가 스피커 사운드 출력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전개
-플레밍의 왼손법칙 실험 장치를 토대로 자기장 속에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 크기 학생활동지
(30 분)
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규칙성을 파악하고 그를 토대로 스피커의 원리가 무엇일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CD

정리
(15 분)

ET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들 중, 편의를 주는 것, 안전을
학생활동지
위한 것, 등 목적에 맞게 분류하여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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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7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 분)

Co

전개
(30 분)

CD

자신이 설계한 스피커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스피커를 제작해 보도록 하고, 사
학생활동지
운드가 출력되는지 테스트 해 보도록 한다.

정리
(15 분)

ET

자신이 제작한 스피커 테스트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왜 그러한 문제가
학생활동지
발생하는지 조사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학습
과정

주어진 재료와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토대로 스피커 제작 설계 도면을 작성하도 Tip!
록 한다.
ppt

교수-학습 활동(8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 분)

Co

전개
(30 분)

CD

LM386 으로 불리는 IC 칩이 활용되는 사례와 그와 관련한 데이터 시트에 어떠
학생활동지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파악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정리
(15 분)

ET

가장 단순한 증폭회로 도면을 기준으로 증폭회로를 구성하고 전 차시에서 제작
학생활동지
한 스피커에 증폭회로를 연결하여 사운드를 출력해보도록하자

스피커 앰프의 기능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Tip!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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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9~12 차시)

Co

도입
(10 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미리 제작한 푸쉬버튼, 초음파 센서, 자이로 센서 등을 이용한 아두이노 디지털
악기 제작 전반에 관한 매뉴얼을 보고 그 동작 원리에 대해 파악하고 핵심적인 Tip!
부품의 특징과 사운드가 출력되기까지의 일련의 알고리즘을 파악하도록 한다.
ppt

메뉴얼을 통해 파악한 소스코드 및 하드웨어 레이아웃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전개
-각종 센서 인식과 출력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감도를 적절히 조 학생활동지
(30 분)
절하여 가장 만족한 데이터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의 필드테스트
를 통해 통계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값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CD

정리
(15 분)

ET

뮤직쉴드를 비롯한 다양한 아두이노 외부 모듈을 적용하여 실제 디지털 악기 사운
드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과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테스트 학생활동지
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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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3/12(1 차시)

▲ 최근 사용되는 로봇청소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특정 업체의 매뉴얼을 찾아 정리해보자.
▸
▸
▸
▸
▸

▲ 자신이 검색한 로봇청소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전자부품, 센서 등을 찾아 정리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들을 기록해보자.
▸
▸
▸
▸
▸

▲ 아두이노 센서와 액츄에이터의 종류와 기능을 조사하여 기록해보자.
▸
▸
▸
▸
▸

▲ 아두이노 builtin LED 동작 라이브러리 예제 소스코드를 실행하여 LED 를 동작해보고 여러개의
LED 를 제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구현해보도록 하자. 자신이 적용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추가한 소스코드 중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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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5/12(4 차시)

▲ I-Analyzer 와 악기사운드 출력 앱 또는 음원 샘플을 이용하여 음의 높이에 따라, 볼륨에 따라,
악기에 따라 분석앱이 출력하는 파형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보자.

▲ 음원의 주파수, 진폭, 음원의 종류에 따라 파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 기준 파형을 토대로
비교하여 그려보고 설명해보자.

기준 파형

볼륨이 커질 때

음이 높아질 때

▲ 소스코드의 각 음에 대응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엑셀 데이터를 구성하고, 차트를 만들어 보자.
- 주파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1 옥타브(12 음)에 대응하는 함수관계를 찾아 함수로 찾은
소스코드에 있는 주파수 데이터와 차트를 비교해본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본다.

▲ 레시피 코드를 이용하여 피에조에서 “학교종이 땡땡땡” 이 피에조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테스트 해보도록 한다. 피에조 동작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소스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자.

▲ 이제 적절한 리듬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구현해 보도록 하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설명해 보자.

▲ 작은별 악보를 토대로 적절한 화음이 어울어 질 수 있도록 모둠별로 아두이노, 버튼, 피에조
센서를 적절히 이용하여 제작하고 하드웨어 설계,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설명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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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6~8/12(8 차시)

▲ 증폭회로 필수 IC 칩인 LM386 의 데이터 시트를 웹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고 자신이
어플리케이션 노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3 가지 이상
기술해보도록 하자.

▲ 아래 그림은 LM386 의 전형적인 기본 증폭회로구성 도면이다. 도면에 사용된 부품을 이용하여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구성하여 테스트 해보도록 하자.

▲ 데이터 시트에 있는 Typical applications circuit 의 다양한 회로 중 한 개를 택해 증폭회로를
선택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앞서 구성한 회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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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1~3/12

■컴퓨터와 임베디드 시스템 비교

■오픈소스 하드웨어
-리처드 스톨만, 라이너즈 토발즈가 오픈소스가 추구하는 철학을 표명하는 대표적인 인물
-‘GPL 라이센스’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자유로운 수정 및 배포는 자본주의 철학과 정 반
대의 방식으로 성공한 모델임을 주목
-오픈소스의 원칙은 개방, 참여, 공유이며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익구조는 오픈소스에 기여한 개발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포트폴리오’ 예컨대 최초의 개발자의
아이디어는 라이센스상에 입력되어 개발자의 지적재산권을 보존토록함. 따라서 오픈소스가 프로그
래머의 커리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여도는 라이센스 상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모두에게
공개되며, 기여정도, 소스코드 내역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의 필요
성이 대두됨. 2000 년대 중반 이탈리아의 Arduino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기반으로 현재 다양한
형태의 하드웨어가 존재하며 호환되는 센서와 액츄에이터 모듈 또한 대중화 된 상황이다.
■Arduino 사양
-마이크로프로세서: ATmega328
-디지털 입출력포트:14
-아날로그 입출력 포트:6
-권장입력전압:9~12V
-동작전압:5V
-공급최대허용전류:500mA
-메모리:32kb
■IDE(컴파일러의 일종, 소스코드작성, 편집, 컴파일, 디버깅, 라이브러리 활용 도구)

ID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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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 제어환경 기본 구조
-크게 Setup 과 loop 두 개의 코드로 구성

■주요 센서와 엑츄에이터

■LED 특징
-Diode 이며 방향성이 있다.
-동작전압: 파장마다 조금씩 다르며 red led의 경우 1.8~2.3V
-허용전류: red의 경우 20~50mA

■저항(Resistor), 읽는 법
-회로를 보호, 작동, 제어하기 위한 전기부품
-4band: 2번띠 까지 값, 3번띠 자릿수
-5band: 3번띠 까지 값, 4번띠 자릿수, 5번띠 오차
-6band: 3번띠 까지 값, 4번띠 자릿수, 5번띠 오차, 6번
띠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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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On Off 레시피 1(단순 점멸)

■LED On Off 레시피 2 (3 개의 LED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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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 버튼 구조

H 자 형태로 구성되어 가로 라인을 On, OFF 하여 제어함. 스위치를 OFF 하면 원칙적으로 회로에 전
류가 흐르지 않아야 하지만, 보드 내의 수많은 전자부품들 간의 간섭 등으로 noise 전류가 발생함.
이를 플로팅현상이라 함. 플로팅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접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저항 하나
를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다.

■pull up & pull down 스위칭

pull up 과 pull down 의 차이는 Ohm 의법칙을 따라 작동하며 버튼 On 시 High(5V)상태 또는 Low(0V)에
따라 구분됨.
■버튼을 이용한 LED 제어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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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조 스피커 원리
1880 년 프랑스 물리학자인 Pierre 와 Curie 형제에 의해 전기와 기계적 진동의 관련성에 관한 압전
(PIEZO)효과가 발견 압전체를 매개로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가 상화 변환하는 작용을 의미
자세한 내용은 참고사이트 확인

■피에조 스피커 동작 레시피(학교종이 땡땡땡)

∙for 문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동작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구문, 위 구문의 뜻은 thisNote 에대응하는 0 부
터 26 번 변수를 0 번 데이터부터 26 번 데이터 까지 차례로 반복수행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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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Array)

여러 값을 묶어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쉽도록 사용 코드에서 [ ]에 배열을 뜻하는 내용이 입력된다.
앞의 대괄호 [ ]에 숫자가 입력 되면 배열의 크기를 한정하게 된다. 예컨대 [3]을 입력 하면 중괄호
{ }안에 3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 ]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면 배열의
크기를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tone 함수

tone 함수는 피에조 스피커의 음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3 개의 값을 가지며, 차례로 핀번호,
주파수, 길이에 대응하는 변수를 입력한다. 위 두 번째 melody[ ]는 대괄호 안의 thisNote 로 정의한
배열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피에조 스피커 동작 레시피 2(학교종이 땡땡땡 버튼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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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조 스피커 동작 레시피 3(학교종이 땡땡땡 버튼 동작, 리듬 삽입)
브레드보드 회로는 레시피 2 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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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 데이터 시트

<HC-SR04>

<DATA SHEET>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예제 레시피

const int trigPin = 13;
const int echoPin = 12;
void setup() {
Serial.begin(9600);
Serial.println("CLEARDATA");
Serial.println("LABEL, Time, DISTANCE");
}
void loop() {
unsigned int echo_time;
float distance;
unsigned long time;
pinMode(trigPin, OUTPUT);
digitalWrite(trigPin, LOW);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Pin, 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Pin, LOW);
pinMode(echoPin, INPUT);
echo_time = pulseIn(echoPin, HIGH);
time = micros();
distance = echo_time/2.0 * 0.0343;
distance = sqrt(distance*distance - 1.3*1.3);
Serial.print("DATA,");
Serial.print(time/1000000.0, 3);
Serial.print(",");
//Serial.print(" \t");
Serial.println(distance, 3);
delay(100);
}

<Bread board layout>

<Sample code>

∙https://brunch.co.kr/@bumgeunsong/15
자료출처

∙http://www.kormax.co.kr/evolution-of-ultrasonic-welding/piezoelectirc-effect/
∙한국과학창의재단(http://opensource.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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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5/12

■ Sound 관련 App 과 특징(IOS 기준)

garage band

I-analyzer

sonic tools

f generator

보 편 적 인 s o u n d
특징: 각종 악기 사운

fft(fast

fourier

드를 출력, 편곡, 믹싱,

transformation)

레슨등 음악관련 다양

신호 분석앱, 악기튜닝,

한 컨텐츠를 학습 또는

신호 푸리에 분석, 주

이 가능하며 볼륨 및

생산 가능한 전천후 프

파수 성분 분석 등이

주파수를

로그램

가능함

하게 컨트롤 할 수 있

기반

외부 음원에 대한 주파

function

generator,

수 peak 값 출력, 스펙

sine, square, triangle

트럼 출력가능

등 대표적인 파형 발생
아날로그틱

다.
■ 작은별 악보와 주파수 대응 음원 note 정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문자화 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값들을 문자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define 문자열 함수에 사용되는 수치
ex) #define C3 131
131이 사용되는 특정함수의 수치(tone 함수에서 숫자는 주파수를
, delay 함수에서는 시간을 의미)를 C3(흔히 음악에서 자주 사용
되는 3옥타브 기준음계로 표기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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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5/12

■ 작은별 악보일부와 첫 테마 관련(멜로디파트) 소스코드 일부와 Circuit diagram

<주파수와 음계>

#define PIEZO 8
#define BUTTON 7
int durations[]={ 4, 4, 4, 4, 4, 4, 4, 4,
4, 4, 4, 4, 4, 3, 1, 8,
4, 4, 4, 4, 4, 4, 4, 4,
4, 4, 4, 4, 4, 3, 1,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3, 1, 8};
int melody[]={ C5, C5, G5, G5, A5, A5, G5, G5,
F5, F5, E5, E5, D5, D5, E5, C5,
G5, G5, F5, F5, E5, E5, D5, D5,
G5, G5, F5, F5, E5, E5, F5, E5, D5,
C5, C5, G5, G5, A5, A5, G5, G5,
F5, F5, E5, E5, D5, D5, E5, C5};
void setup() {
pinMode (PIEZO, OUTPUT);
pinMode (BUTTON, INPUT);
}
void loop() {
if(digitalRead(BUTTON) == HIGH){
for (int i = 0; i < 49; i++) {
int duration = 100 * durations[i];
tone (8, melody[i], duration);
int pauseBetweenNotes = duration * 1.50;
delay(pauseBetweenNotes);
noTone(8);
}
}
}
※ 위 소스코드 int melody 배열에 C5~B5 에 대응하는 해당음원에 대한
주파수는 위의 주파수 음계표를 참고하여 #define 을 이용하여 정의하여
코드 상단에 추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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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5/12

■ 작은별 첫 테마 관련(반주파트) 소스코드
#define PIEZO 8
#define BUTTON 7
int durations[]={ 4,4,4,4,4,4,4,4,
4,4,4,4,4,4,8,
4,4,4,4,4,4,4,4,
4,4,4,4,4,3,1,4,4,
4,4,4,4,4,4,4,4,
4,4,4,4,4,4,8};
int melody[]={ C3,C4,E5,C4,F4,C4,E5,C4,
D5,B4,C4,A4,F4,G4,C3,
E5,G4,D5,G4,C4,G4,B4,G4,
E5,G4,D5,G4,C4,C4,D5,C4,B4,
C3,C4,E5,C4,F5,C4,E5,C4,
D5,B4,C4,A4,F4,G4,C3};
void setup() {
pinMode (PIEZO, OUTPUT);
pinMode (BUTTON, INPUT);
}

void loop() {
if(digitalRead(BUTTON) == HIGH){
for (int i = 0; i < 48; i++) {
int duration = 100 * durations[i];
tone (8, melody[i], duration);
int pauseBetweenNotes = duration * 1.50;
delay(pauseBetweenNotes);
noTone(8);
}
}
}

※ 위 소스코드 int melody 배열에 C3~B5 에 대응하는 해당음원에 대한
주파수는 위의 주파수 음계표를 참고하여 #define 을 이용하여 정의하
여 코드 상단에 추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회로구성을 하고 멜로디파트 회로와 반주파트 회로를 따로 구성하고 동시에 버튼을
누르면 작은별 악보상의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연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작은별 악보 또는 듣고 싶은 곡의 각 마디의 base 음을 토대로 3 음 7 음, 텐션음 등을 추가하여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주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감상을 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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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6~8/12

■ 마이크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
-구조: 진동판, 코일, 영구자석으로 구성
-원리: 코일이 자기장 속에서 음성에 따라 진동하면서 전류가 유도되는 전자기 유도현상. 이때 유도
되는 전류의 세기는 소리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갖는 교류 전류가 생성되어 전기
신호로 바뀐다.
■ 스피커
-전기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장치
-구조: 진동판, 코일, 영구자석으로 구성

-원리: 코일에 전기신호를 보내면 코일이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아 진동한다. 전기신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코일이 받는 힘도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진동하게 된다. 이 코일에 진동판을 붙여 주면
진동판을 진동시켜 소리가 발생한다.

스피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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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6~8/12

■ 스피커 만들기 재료(예시)와 순서
에나멜선, 원형 네오디움 자석(2개이상), 종이컵, 3.5  오디오 잭, 스카치 테잎, 칼, 글루건,

둥근물체에 A4용지를 한바퀴정도 감고 테
이프로 고정한다.(너무 바짝 감지 않는다)

그 위에 에나멜선 양끝을 10cm이상 남게
하며 100~150회 정도 감는다. 전체 폭은
1~1.5cm정도가 적절하다.

종이컵 바깥족 바닥 중앙에 에나멜선을 감

에나멜선 양끝을 칼이나 사포를 이용하여

은 코일을 글루건으로 고정한다.

1.5cm 정도 벗겨 낸다.

종이컵 한쪽에 철사를 고정시켜 자석이 코
일 안쪽에 반쯤 걸칠 수 있게 한다.

오디오잭의 전선피복을 벗기고 잭과 에나
멜선 양끝을 연결하고, 스마트 폰에 꽂아
소리를 테스트한다.

- 31 -

글루건이나 접착제로 고정하고 둥근형태를
유지하도록 에나멜선만 남긴다.

ㄱ자 모양의 철사를 만들어 네오디움자석을
붙인다.

차시

6~8/12

■ 증폭회로 기본 회로도

■ 증폭회로 브레드보드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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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6~8/12

■ 증폭회로 준비물
LM386, 전해콘덴서(16V/220uF, 16V/10uF), 세라믹 콘덴서(0.1uF), 저항(100옴), 가변저항(10K옴),
미니브레드보드, 9V 건전지, 9V건전지 스냅단자

■ 증폭회로 제작 방법

LM386 을 아래 그림과 같이
브레드 보드에 연결한다.

1

LM386 Pin Diagram

2

10uF 콘덴서를 LM386의 1번핀
과 8번 핀에 연결한다. (1번핀
쪽에 마이너스(-) 연결)

3

2번핀을 접지시킨다.

4

10K가변저항을 아래처럼 연결
한 뒤 LM386IC의 3번핀과 가
변저항의 가운데핀을 연결시킨
다.

5

10K가변저항 오른쪽 핀 부분을
접지시킨다.

- 33 -

6

4번핀을 접지시킨다.

7

LM386의 5번 핀에 0.1uF콘덴
서와 10옴 저항을 연결하여 접
지시킨다.

8

LM386의 7번핀에 0.1uF 콘덴
서를 연결해서 접지시킨다.

9

LM386의 5번핀에 220uF 콘덴
서를 연결한다.

10

접지되는 부분을 연장해서 앞
서 7번핀에 꽂은 콘덴서와 연
결한다.

11

스피커 유닛을 연결한다.

12

오디오잭을 10K 가변저항에,
9V 건전지 스냅을 6번핀에 각
각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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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폭회로 모듈
-위와 같은 증폭 기능을 탑재한 회로를 pcb 전체에 올려 모듈 형식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직접 납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과 몰렉스 커넥터까지 연결되어 스피커에 직접 체결하여 사용하
는 편리한 타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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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2/12

■ 푸쉬버튼 디지털 피아노 레이아웃과 소스코드

브레드보드 레이아웃

소스코드

■ 초음파 센서 에어피아노 레이아웃과 소스코드

브레드보드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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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define
#define
#define
#define
#define
#define
#define
int
int
int
int
int

9~12/12

C3 131
D3 147
E3 165
F3 175
G3 196
A3 220
B3 247

durations = 200;
melody[]={C3, D3, E3, F3, G3, A3, B3};
speaker = 4;
trigPin = 2;
echoPin = 3;

void setup(){
pinMode(speaker,OUTPUT);
pinMode(trigPin,OUTPUT);
pinMode(echoPin,INPUT);
}
void loop(){
digitalWrite(2,LOW);
delayMicroseconds(2);
digitalWrite(2,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2,LOW);
long duration = pulseIn(3,HIGH);
int cm = duration / 29 / 2;

if(cm < 5 && 0<cm){
tone(4,melody[0], durations);
}
if(cm < 10 && 5 < cm){
tone(4,melody[1], durations);
}
if(cm < 15 && 10 < cm){
tone(4,melody[2], durations);
}
if(cm < 20 && 15<cm){
tone(4,melody[3], durations);;
}
if(cm < 25 && 20<cm){
tone(4,melody[4], durations);
}
if(cm < 30 && 25<cm){
tone(4,melody[5], durations);
}
if(cm < 35 && 30<cm){
tone(4,melody[5], durations);
}
delay(500);
}

소스코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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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2/12

■ 에어드럼 레이아웃과 소스코드 샘플, 프로토타입

브레드보드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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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2/12
void loop ()
{
unsigned long CurrentMillis = millis();
//snare
SnareTotal = SnareTotal - SnareReadings[SnareIndex];
SnareReadings[SnareIndex]=analogRead(SnarePin);
SnareTotal = SnareTotal + SnareReadings[SnareIndex];
SnareIndex=SnareIndex+1;
if(SnareIndex >= NumSnareReadings)
SnareIndex=0;
SnareAverage = SnareTotal / NumSnareReadings;
if(SnareAverage
>
SnareMax
&&
(CurrentMillis-PreviousMillis1) > Interval1){
PreviousMillis1 = CurrentMillis;
playMidiNote(10, 38, 127);
// note 값은 38, 40 중에
서 선택
//
noteOn(9, 38, 127);
}

//snare
const int NumSnareReadings = 7;
int SnareReadings[NumSnareReadings];
int SnareIndex = 0;
int SnareTotal = 0;
int SnareAverage = 0;
int SnareMax = 700;
int SnarePin = A2;
// Snare 핀 설정
//hi hat
const int NumHatReadings = 7;
int HatReadings[NumHatReadings];
int HatIndex = 0;
int HatTotal = 0;
int HatAverage = 0;
int HatMax = 700;
int HatPin = A0;
// Hat 핀 설정
//bass pedal
const int NumBassReadings = 7;
int BassReadings[NumBassReadings];
int BassIndex = 0;
int BassTotal = 0;
int BassAverage = 0;
int BassMax = 700;
int BassPin = A4; // Bass 핀 설정

//hi hat
HatTotal = HatTotal - HatReadings[HatIndex];
HatReadings[HatIndex]=analogRead(HatPin);
HatTotal = HatTotal + HatReadings[HatIndex];
HatIndex=HatIndex+1;
if(HatIndex >= NumHatReadings){
HatIndex=0;
HatAverage = HatTotal / NumHatReadings;
if(HatAverage
>
HatMax
&&
(CurrentMillis-PreviousMillis2)
>
Interval2
&&
analogRead(A3) < Threshold){
PreviousMillis2 = CurrentMillis;
playMidiNote(10, 44, 127);
// note 값은 42, 44 중
에서 선택.
//
noteOn(9, 44, 120);
}
}

//crash (hi hat pedal up)
int PedalPin=A3;
// hi hat 페달 핀 설정
int Light = analogRead(A3);
const int NumCrashReadings = 7;
int CrashReadings[NumCrashReadings];
int CrashIndex = 0;
int CrashTotal = 0;
int CrashAverage = 0;
int CrashMax = 700;
int CrashPin = A5;
// Crash 핀 설정

//crash

int Threshold = 850; // 조도센서 밝기값(조건에 따라
hi hat 또는 crash 연주), 연주환경에 따라 값 변경필요
(0~1023 사이값)
//Millis function to give a delay between MIDI notes
long PreviousMillis1= 0;
long PreviousMillis2= 0;
long PreviousMillis3= 0;
long PreviousMillis4= 0;
long
long
long
long

Interval1
Interval2
Interval3
Interval4

=
=
=
=

100;
100;
100;
100;

void setup() {
// Serial.begin(31250); // 아두이노 뮤직쉴드를 사용할
경우 Baudrate를 31250 으로 설정하여 사용
Serial.begin(36000);
pinMode(SnarePin, INPUT);
pinMode(HatPin, INPUT);
pinMode(BassPin, INPUT);
pinMode(PedalPin, INPUT);
analogReference(EXTERNAL);
for( int ThisSnareReading = 0; ThisSnareReading <
NumSnareReadings; ThisSnareReading++)
SnareReadings[ThisSnareReading] = 0;
for( int ThisHatReading = 0; ThisHatReading <
NumHatReadings; ThisHatReading++)
HatReadings[ThisHatReading] = 0;
for( int ThisBassReading = 0; ThisBassReading <
NumBassReadings; ThisBassReading++)
BassReadings[ThisBassReading] = 0;
}

CrashTotal = CrashTotal - CrashReadings[CrashIndex];
CrashReadings[CrashIndex]=analogRead(CrashPin);
CrashTotal = CrashTotal + CrashReadings[CrashIndex];
CrashIndex=CrashIndex+1;
if(CrashIndex >= NumCrashReadings){
CrashIndex=0;
CrashAverage = CrashTotal / NumCrashReadings;
if(CrashAverage
>
CrashMax
&&
(CurrentMillis-PreviousMillis4)
>
Interval4
&&
analogRead(A3) >= Threshold){
PreviousMillis4 = CurrentMillis;
playMidiNote(10, 46, 127);
}
}
//bass pedal
BassTotal = BassTotal - BassReadings[BassIndex];
BassReadings[BassIndex]=analogRead(BassPin);
BassTotal = BassTotal + BassReadings[BassIndex];
BassIndex=BassIndex+1;
if(BassIndex >= NumBassReadings)
BassIndex=0;
BassAverage = BassTotal / NumBassReadings;
if(BassAverage
>
BassMax
&&
(CurrentMillis-PreviousMillis3 > Interval3)){
PreviousMillis3 = CurrentMillis;
playMidiNote(10, 36, 127);
// note 값은 35, 36 중에서
선택
}
}
void playMidiNote(byte channel, byte note, byte velocity){
byte midiMessage= 0x90 + (channel - 1);
Serial.write(midiMessage);
Serial.write(note);
Serial.write(velocity);
}

소스코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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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2/12
재료명

규격

수량

아두이노 UNO R3
브레드보드
가속도센서
CDS센서(조도센서)
10K옴 저항
점퍼와이어
연선
헤더핀
드럼스틱
삼선실내화
와이어스트리퍼
블루투스 스피커(With PC)

UNO R3
170핀, 미니
ADXL335
지름5mm
갈/검/주/금
수-수
가속도계 연결용
브레드보드연결용

1
1
3
1
1

비고

USB를 분해해서 사용가능
USB 사용시에는 USB커넥터가 필요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예:PVC파이프)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또는 노트북

에어드럼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

pc 를 통해서 사운드를 출력할 경우 별도의 midi 소프트웨어가 필요함.
코드 알고리즘은 드럼의 8 개의 사운드 중 hat, snare, bass, carsh 에 해당하는 총 4 개의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다. 자이로센서의 경우 아날로그 인식 범위 이상의 값으로 roll 이나 pitch 값이 아두이노로 입력되면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Cds 센서의 경우 조도 값 인식 범위에 해당하는 0~1023 중 850 수치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 서로 다른 사운
드인 hat 과 carsh 가 출력되도록 하였다.

드럼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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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1)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등장 배경과 응용분야에
대해 기본철학과 의미를 잘 파악하고 상대방에
게 그 의미를 적절한 자료를 이용하여 논리적인
언어로 전달할 수 있다.
2)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예제를 토대로 LED, 피에
조 스피커, 초음파 센서를 동작할 수 있으며, 그
상
를 토대로 하드웨어 및 소스코드 조작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
3)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중력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두이노 측정기를 제작하고 측정기를
이용하여 중력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현하여 정확하게 중력가속도를 측정하
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1~3

1)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의미와 등장배경, 기본철학 모둠별 토론평가
을 파악할 수 있다.

/15

중

2)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예제를 토대로 간단한 라
이브러리 예제를 따라 할 수 있다.
3)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중력가속도 측정기를
레시피 예제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테스
트 할 수 있다.
1)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등장배경을 이해할 수 있
다.

하

2)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기본예제를 이용하여
Builtin LED 를 동작할 수 있다.
3)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측정 회로를 구성
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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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자기/동료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1) 진폭, 파형,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파의 3 요소의
특징을 그래프를 통해 각 변인의 변화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
다.
2) 적절한 음파분석용 app 을 기능별로 찾아내고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app 이
상
가진 기능을 활용하여 음파의 3 요소를 비교하
여 검증할 수 있다.
3) ‘작은별’ 악보에서 추출한 음 노트를 기반한 아
두이노 피에조부저 뮤직플레이어를 제작하고 실
행할 수 있으며, 좋아하는 곡에 아이디어를 응
용할 수 있다.

4~5
/15

1) 진폭, 파형,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파의 3 요소가
지니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적절한 음파분석용 app 을 찾아내고 app 의 기
능을 활용하여 음파 정보를 수집하여 그 특징을
중
설명할 수 있다.
3) ‘작은별’ 악보에서 추출한 음 노트를 기반한 아
두이노 피에조부저 뮤직플레이어를 제작할 수
있다.

1) 음파의 3 요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적절한 음파분석용 app 하나를 이용하여 app 의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
하
다.
3) ‘작은별’ 악보에서 음 노트를 추출하여 #define
을 이용하여 음을 정의하고 배열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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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1) 자기장 속에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정성적
으로 설명하고, 스피커가 동작하는 원리를 스피
커를 구성하는 부품의 역할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상 2) 종이컵과 에나멜선, 네오디움 자석을 비롯한 간
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스피커를 창의적으로 제
작할 수 있다.
3) LM386 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회로 예제 2 가지
이상의 증폭회로를 제작하고 스피커에 연결하여
사운드 증폭을 확인할 수 있다.

6~8
/12

1) 자기장 속에 전류가 어떻게 힘을 받는지 파악하
여 그 관계를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종이컵과 에나멜선, 네오디움 자석을 비롯한 간
중
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스피커를 제작할 수 있다.
3) LM386 을 이용하여 증폭회로 예제 1 가지를 제
작하고 사운드 증폭을 확인할 수 있다.

1)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중요한 과학적
특징 1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종이컵과 에나멜선, 네오디움 자석을 비롯한 간
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제작된 스피커를 따라서
하
제작할 수 있다.
3) LM386 을 이용하여 가장 단순한 증폭회로 예제
1 가지를 제작하고 사운드 증폭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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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포트폴리오평가

포트폴리오평가지

◾ 제작된 악기모듈 레시피에 사용된 회로 구성과
소스코드 알고리즘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상
실제 구현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창의적
인 악기모듈을 설계할 수 있다.

9~12
/12

◾ 제작된 악기모듈 레시피에 사용된 소스코드와
회로구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성
중
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창의적인 악기모듈을
설계할 수 있다.

하

◾ 제작된 악기모듈 레시피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
하고 모방하여 실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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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동료평가지(1~4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등장 배경, 기본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상대
방에게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예제를 토대로 하드웨어 및 소스코드 조작
자기평가

에 적극 참여하였다.
아두이노 측정기를 제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모둠 토론에서 논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토론에 참여하였다.
아두이노 측정기 제작 및 실험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다.

동료평가

모둠 토론에서
모둠 협업 활동 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 평가 노하우 :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는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량화된 점수로 반영하
지 않고, 추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내용으로 반영한다.

나. 관찰평가지(5~6차시)
평가방법

참여의
적극성

모둠원과
의 역할
분담과
협력

평가내용
회로의 설계, 구성, 원리 파악을 위해 각종 웹사이트, 서적, 블로
그,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토론과 의견교환이 적극적이고 유기적으
로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한다.

프로젝트 수행과정 전반에 있어 디자이너, 에디터, 디렉터 등으로
역할을 각자 분담이 이루어지는지, 분담을 토대로 목표 달성을 위
한 협력의 과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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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다. 포트폴리오 평가지 (6~12차시)
평가방법

평가내용

주제의

악기모듈 설계 과정에서 디자인, 효율성, 단순함 등이 결과물에

참신함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자료의
신빙성

자료의
다양성

데이터 추출, 분석 과정에서 raw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목요연하
게 가공하여 table을 작성하였는지, 그를 기반으로 의미하는 바가
명확히 들어나는 차트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서적, 블로그,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등 참고자료의 출처와 그를
토대로 한 활용과 편집 등의 과정이 명확히 들어나고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문제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전략과 전술이 구체적으로 들어나고 있는

해결과정

지 과제수행 목표를 위한 계획단계가 참신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의 체계성

를 판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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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정보) 아두이노를 이용한 뮤직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for 반복문과
1 차원 배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음원 출력을 제어함. 알고리즘 설계
전반의 증대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여
(통합과학)
예시 1) 4 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를 도울 수 있는 기본 상식과 활용분야에 대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함.
'아두이노를 이용한 물체의 중력가속도 구하기' 조별 과제 수행 프로젝트에서
초음파 센서와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 평면위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
체의 속력 측정이 가능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검증함. 측정모델은 이동식 과
속카메라의 원리를 토대로 센서 두개와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LED
전구를 활용하여 측정 알고리즘을 작성한 것이 인상적임.

교과학습발달상황

예시 2) 2 차원 포물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력과 던지는 방향(각도)이 포물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운동 궤도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던진 각도만으로 물체의
이동 경로를 그리고 중력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물체의 이동 경로가 포물선 궤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관련개
념을 정립함. 'Github', 'Python Korea Facebook 페이지'등의 웹사이트를 참고
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 에서 구동하는 Turtle 모듈을 이용하여 그래
프를 구현함. 여기에서 최고 높이와 수평 도달거리를 운동방정식으로 도출해
낸 값과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에서 구한 값을 비교해서 함께 표현
함. 물체가 특정한 시각에 이동하는 경로가 잘못 표기되는
것을
stackoverflow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음악)
아이유의 ‘가을 아침’ 악보를 토대로 아두이노 뮤직플레이어 디바이스를 제작
하고 동영상을 제작함. 기존 악보의 음악적 표현을 적절히 편곡하여 싱코페이
션, 텐션 음 추가 등을 이용하여 다소 블루지한 감성을 표현한 점이 인상적임.
(동아리) 물리 실험 컨텐츠 중 흥미 있는 소재를 기반으로 아두이노 컨트롤러
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도구를 제작하고 각종 물리량을 측정하고 검증함. 처음
접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등장 배경과 응용분야에 대해 기본철학과 의미
를 잘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그 의미를 적절한 자료를 이용하여 논리적인 언
어로 내용을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동아리 부회장으로서 부원들과 함께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그 초안을 담당교사에게 찾아와
자문을 구해 학기 중 관련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찾아가는 비단골 교육재능기부캠프(2018.06.02.)에 참
가하여 아두이노를 이용한 전자악기 제작을 주제로 부스활동을 수행함. 실제
악기의 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범용 아두이노 뮤직쉴
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끈질기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 돋보임. 부스 체험활동에서 방문한 학생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각종 시각자료와 체험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이용하여
그동안 터득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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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교수학습 과정 보고서 및 사진 샘플

아두이노 기초 교육

아두이노 기초 교육

- 48 -

아두이노를 이용한 중력가속도 측정 장치 제작

반 번호

이름

가. 디바이스 제작
우리가 설계한 회로는 다음과 같다. 초음파 센서와 LCD 모니터를 이용하였으며, 회로도는 fritz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나. 소프트웨어 설계(코드 일부)
(1) Setup 함수
8: void setup() {
9: Serial.begin(9600);
10: lcd.begin(16,2); //(16*2)
11: pinMode(ECHO, INPUT);
12: pinMode(TRIG, OUTPUT);
13: lcd.clear();
14: }

시리얼 창과 lcd를 비긴한다.
ECHO와 TRIG의 PinMode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lcd의 창을 비운다.

(2) Loop 함수 - 거리 측정부
15: void loop() {
16: digitalWrite(ECHO, LOW);
17: digitalWrite(TRIG, LOW);
18: delayMicroseconds(2);
19:
20: digitalWrite(TRIG, HIGH);
21: delayMicroseconds(10);
22: digitalWrite(TRIG, LOW);
23:
const unsigned long duration = pulseIn (ECHO,
HIGH); //에코 비긴
24: dist = duration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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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로드하며, duration
에 pulseIn함수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다. 테스트 실험 결과
(1)실험 1회
높이 위치:

270 mm

지나간 횟수
주기(sec)

1
0.68

2
0.72

3
0.70

4
0.65

5
0.72

평균
0.69

1
0.72

2
0.67

3
0.67

4
0.72

5
0.67

평균
0.69

1
0.65

2
0.66

3
0.62

4
0.63

5
0.64

평균
0.64

1
0.58

2
0.65

3
0.68

4
0.66

5
0.71

평균
0.66

1
0.55

2
0.61

3
0.67

4
0.64

5
0.6

평균
0.61

(2)실험 2회
높이 위치: 200 mm
지나간 횟수
주기(sec)
(3)실험 3회
높이 위치: 150 mm
지나간 횟수
주기(sec)
(4)실험 4회
높이 위치: 130 mm
지나간 횟수
주기(sec)

(5)실험 5회
높이 위치: 90 mm
지나간 횟수
주기(sec)

중력가속도:

 
   
 

sec


중력가속도 측정 수업 보고서 샘플(1~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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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제작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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