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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STEAM 수업을 학교의 정규 수업안에서 진행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2015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과학탐구실험 과목에서 교사의 재량에 따른
수업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STEAM 수업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
로그램은 STEAM에서 S(과학)뿐만 아니라 E(공학)에 집중하여 기존에 학생들이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서 배우기 어려운 창의적 설계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대석(2019)에 따르면 아두이노를 활용한 창의공학설계 중심의 STEAM 수업자료를
적용한 결과, 고등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하위 요소 중 특정 영역의 지식・사고, 기능・기술의 이해 및
숙달 여부, 확산적 사고, 비판적・논리적 사고, 동기적 요소에서 향상 효과가 있었다.
또,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보는 과정 속에서
프로그래밍의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 사고할 기회를 갖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
의적인 전략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두이노를 활용하면서 디자인적 요소로서 3D 모델링과 4D 프레임이
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실체적으로 공학적인 디자인 요소를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STEAM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2. 서론
1) STEAM 교사연구회 운영 목적
- SW교육을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날로 높아지는 SW에 대한 관
심을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STEAM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과학적 태도 및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학생 개인별로 누가기록
관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활용한다.
-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 교사, 학부모의 효과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STEAM 교
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 현장에 STEAM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STEAM 프로그램 운영 목적
- 학생 스스로 실생활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과학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한다.
- 4D 프레임을 활용해 창의적인 공학적 설계를 수행하고, 공학적 설계에 대한 이해
도를 향상한다.
- 아두이노를 활용한 코딩 설계를 통해 컴퓨팅 및 과학적 사고력을 증진한다.

- 1 -

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1) 2019년 STEAM 교사연구회의 과제 수행현황

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 교육과정에서 과학, 기술, 수학, 예술 영역을 융합하기 적합한 학습 요소 추출
나. 진로교육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인재 프로그램 개발
(1) 적용대상: 연구위원 소속 학교 학생
(2) 적용시기: 9월~11월
(3) 적용방법: 교과 시간 이용 수업실시 후 개선점 보완 및 공개 수업
(4) 수혜학생: 100명 이상으로 예상하며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별 수업 진행
➁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연구 및 조사
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용 및 문제점 수정․보완
나. 자문위원의 조언과 전문가의 프로그램 타당성 검증
다. 학교에서 과학교실 운영 자료로 투입
➂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가.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사후 검사 및 타당성 연구
(1) 검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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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추후 창의재단에서 배포하는 설문지를 활용한 태도 및 만족도 조사 분석
(2) 검증방법:
- 과학 흥미도 온라인 검사를 이용해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사전․사후 효과 분석
및 사전・사후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의 평가모델* 등을 활용한 평가를 통해 교사연구회에서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의 적용 성과 분석
* 평가모델 검색: STEAM 사이트(https://steam.kofac.re.kr) 내 기개발된 주제별 프
로그램 또는 학교 밖 STEAM의 교사용 자료(평가 계획), STEAM 교사연구회 결
과보고서의 학생 평가방법 등 참조
(3) 검증대상 선정: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검증
- 학생 태도검사*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대상을 동일한 학생**으로 구성
(4) 검증내용:
- 과학 흥미도 향상 여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학 분야 발견 여부
- STEAM 프로그램 적용 전‧후 학생 태도검사 및 만족도 조사
- STEAM 프로그램 연구 및 적용을 통한 교원만족도 조사
나. 커뮤니티를 통한 융합인재 교육 자료 일반화 및 논문발표
다. 교사연수(강사로 활동)를 통한 프로그램 일반화
2) 프로그램 개발 중점사항
이 프로그램은 과학탐구실험‘(2) 생활 속의 과학 탐구’ 단원에서 우리 주변의 사
물이 작동하는 공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주변의 문제를 아두이노와 공학적 설
계를 통해 과학적 탐구력 및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고, 타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융
합적인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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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4D프레임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

선행
프로그램명

해당없음

학교급
중심과목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1학년

과학탐구
중심과목
[고등학교 1학년] (2) 생활 속의 과학 탐구
실험
성취기준 영역

세계사
공학일반
연계과목
STEAM 연계과목
정보
성취기준 영역
프로그램
진로와직업
구분
주제
차시
연번
(시수)
개발계획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4)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1)공학의 기초
(3)추상화와 알고리즘
(1)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과목 연계(안)

1

2

통합과학(1.5) + 세계사(0.5)

2
3

2
5

공학일반(2)
정보(4)

4

5

과학탐구실험(1) + 공학일반(2) + 정보(2)

5

2

진로와직업(1)

개발·적용
적용 완료
현황

3) 연구 수행 결과
구분

수행 계획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16차시 예정

수업 적용 일정

2019.5. ~ 2019.11.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100명(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 예정

학생 태도검사

사전검사

5월, 4개 학급(120명) 실시완료

사후검사

10월, 4개 학급(120명)

학생 및 교사 만족도 조사

10월 19일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11월, 1회 예정

논문 또는 학술대회

미정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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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4 D프레임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태도 항목에서 긍정적인 영
향을 받아 태도 항목의 영역이 대부분은 높은 긍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태
도 항목에서 사후 평가에 대한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태도 항목
사후평가
평균

흥미

배려

소통

2.9

3.2

3.1

유용성
/가치 인식

자아개념

3.1

2.8

자아

이공계

태도

효능감

진로선택

평균

3.0

2.9

3.0

사전 검사는 교사 연구회의 경우 실시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사후 검
사를 통해 STEAM 활동지의 각 태도 항목에 대해 긍정하는 비율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
히, 나는 과학 실험 기자재를 다른 친구와 사이좋게 나누어 사용한다. 나는 과학 시간에 의견을
주장할 때 다른 친구의 입장도 고려한다. 와 같은 배려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일상생활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스스로 찾아 자신의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바탕으로 산출물을 제작하였으며, 특히, 인터뷰를 통해 공학적인 설계를 강조하여 4D
프레임이나 3D 모델링을 활용하여 실체적으로 표현한 점을 이 수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학생 A
는 인터뷰에서 “코딩은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실제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디자인까지 해서
표현해본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해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
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
었다.”라고 답하였다. 학생들은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체들이 움직이는 메카니즘을 확인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이용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원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B, C의 인터뷰 중 일부분을 재구성
한 것이다.
STEAM 수업이 뭔지 모르고 참여했는데 코딩도 하고 내가 예전부터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들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
다.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할 일이 명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수업시간에 이런 활동을 하면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꿈과 연결지을 수 있어서 좋았다.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자극
이 된 친구들 활동도 있었지만 내 자신이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주변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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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노력하였다.

공학에 대해 알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즐거웠
다. 4D프레임이라는 빨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빨대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내가 만들 작품을 이렇게 저렇게 설계해 보았는데 생각만큼 되지 않아서 친
구들의 도움도 받고 선생님 도움도 받아 만들어 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런 상품에 대한 아
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게 대단한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좋았다. 지금까지 생각만 가지고 해내
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과 끝까지 해
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교사 협의체는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해 운영 내용을 공유하고, 타학교 학생들과의 수업
교류를 통해 다양한 학생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봄으로써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산출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교사가 협력하여 설정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결과를 공유하고 교사 누구나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공학적 설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회 이상의 설계 연
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 연수를 통해 교사들은 물체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 토론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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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고등학교 과학, 4D 프레임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0통과09-05]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통합과학)

1

2

2

2

의 필요성과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연료 전지 등을 정성적으로 [고등학교1 학년]
이해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 (9)발전과 신재생 에
너지
을 예시할 수 있다.

[12공학01-05] 공학 문제의 다양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설계한다.

(공학일반)
[12공학01-06] 공학 설계 과정을 통해 공학에서 다루어지는 융합 문제 해결 방 [고등학교 1 학년]
(1)공학의 기초
안을 체험한다.

[12정보03-01]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12정보03-02]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3

5

[12정보03-03]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
하고 모델링한다.

(정보)
[고등학교 1 학년]
(3)추상화와 알고리즘

[12정보03-04]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등의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논
리적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12정보03-05] 다양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행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
한다.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 연
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를 증거
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4

5

(과학탐구실험)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 계 [고등학교 1 학년]
획을 수립하고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생활 속의 과학 탐구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
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진로와 직업)

5

2

[12진로01-04] 상황(사적 대화, 발표, 회의 등)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고등학교 1 학년][
(1)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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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6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조상들의 지혜: 물레방아 이모저모 쏙쏙! 알아보기

CD

1~2
/16

조상들의 지혜: 4D 프레임을 이용한 물레방아 작동 원리 이해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8Sp9Qfor9N4
Tip!

물레방아의 작동 원리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서의 역할,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

- 에너지의 전환을 통한 물레방아 작동 원리 이해하기
- 공학적 설계를 통한 힘의 방향 전환 이해하기
ET

물레방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가능성 토론하기

주제(단원)명
CD

물레방아 작동 원리를 적용한 창의적인 4D 프레임 산출물 설계 및 제작하기

물레방아를 풍차로 전환하기

- 에너지의 전환을 통한 풍차의 작동 원리 이해하기
- 4D 프레임을 활용해 공학적 설계를 통한 풍차 제작하기
3~4

- 풍차를 활용해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 해결하기

/16

4D프레임을 활용한 풍차

주제(단원)명

Co

공이가 3개 달린 풍차

바람에 따라 360도 돌아가는 놀이기구

아두이노 코딩 미션 해결을 통해 일상생활의 문제 찾아보기

입출력 장치를 결합하여 미션 해결을 통해 우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찾아보기

∙입력장치: 거리센서, 빛센서, 소리센서, 초음파센서, 온도센서, PIR 센서, 빗물감지센서, 흙습
도센서, 압력센서
5~9
/16

∙출력장치: 기어모터, 프로펠러 모터, 서보모터, LED(빨,주,노,초,파,흰), 레이저, 소리, 부저
CODING NO.1

CODING NO.2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가 가까우면 선풍기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장치

내가 누르는 화살표의 방향의 따라
로봇의 방향이 바뀌는 로봇입니다.

선택 이유 보통 잠을 잘 때 미풍으로 바꾼 후, 잡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잠자리를 선풍기와 거리를
둔 후 자게 되면 자연스레 미풍이 됩니다.

거리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

선택 이유: 가장 기본적인 로봇의
이유이기도 한 조종, 이 이유를
실현해보고 싶은 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방향키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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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감지 센서

이걸 발표하게 된 동기는 차량이 주차를
할 때나 주위의 물건을 감지 할 때 쓰이
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감지해 알람을 울리는 장치

주제(단원)명

아두이노와 4D 프레임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CD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조사하기

CD

아두이노와 4D 프레임을 활용해 창의적인 산출물 제작하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탐구력과 문제 해결력을
10~14

기를 수 있다.

/16

주제(단원)명

ET

창의적 산출물 발표하기

창의적 산출물 발표하기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의 필요성에 대해 친구들에게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15~16
/16

자신의 작품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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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통합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 통과 09-05]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중심과목
중심과목
개발의 필요성과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성취기준 [고등학교] (9)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성취기준
연료 전지 등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영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예시할 수 있다.
조상들의 지혜: 4D 프레임을 이용한
주제(단원)명
차시
1~2/16
물레방아 작동 원리 이해하기
∙ 조상들의 과학적 노력의 산물인 물레방아의 작동 원리(에너지 전환, 힘의 방향 전환)을
학습목표
이해할 수 있다.
∙ 4D 프레임을 활용해 물레방아를 표현하고, 작동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세계사
[고등학교 1학년] (4)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성취기준 영역
S 에너지 전환
T 물레방아
STEAM
E 힘의 전환
요소
A 산업혁명
M 도형
물레방아는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대부분 장식품이라고 말한다. 우리 주
변에 장식물로 흔히 쓰이는 물레방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물레방아가 탄생하게 된
계기나 역할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개발 의도
에너지 전환이나 힘의 전환과 같은 과학적, 공학적 요소들에 대해 알고, 이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제품의 작동 원리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Co [물레방아에 대한 스토리 끌어오기]
Co [물레방아의 과거와 현재의 역할 비교하기]
ET [물레방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Co [4D 프레임을 활용해 물레방아 설계하기]
CD [4D 프레임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제작하기]
ET [다양한 관점에서 물레방아 해석하기]
ET [물레방아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 정리하기]
[다음 차시 예고]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창
∙다음 제시한 인물의
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4D 프레임을 활용해 물레방아를
적
∙물레방아는 왜 필요할
표현해 볼까요?
설
까요?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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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방아와 관련된 동
영상을 시청하고, 물
레방아의 의미와 작동
원리(에너지 전환, 힘
의 방향 전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Co

[물레방아에 대한 스토리 끌어오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몽테스키외, 나도향, 연암 박지원)
∙물레방아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입니다.
Co

[물레방아의 과거와 현재의 역할 비교하기]

∙물레방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Tip!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격려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한다.

ET

도입
(50 분)

(동영상)http

[물레방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동영상 시청)물레방아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대해 알아볼까요?
Tip!

물레방아의 작동 원리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서의 역할, 의미까지 파악할 수

p9Qfor9N4

∙에너지의 전환을 통한 물레방아 작동 원리 이해하기
∙공학적 설계를 통한 힘의 방향 전환 이야기하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는 물레방아

물이 흘러가는 힘을 이용하는 물레방아

나도향

박지원 열하일기

몽테스키외
출처: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00106187652

Co

[4D 프레임을 활용해 물레방아 설계하기]

∙동영상에 제시된 물레방아 제작 과정에 따라 4D 프레임을 이용해 제작해볼까요?
Tip!

4D 프레임 각 부품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여 원리를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D

[4D 프레임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제작하기]

∙물레방아의 바퀴를 4D 프레임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제작한다.
전개
(45 분)

Tip!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한 바퀴나 공이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와 다른 모양이더라도 칭찬하고 격려한다.

∙에너지의 전환을 통한 물레방아 작동 원리 이해하기
∙공학적 설계를 통한 힘의 방향 전환 이야기하기
ET

[다양한 관점에서 물레방아 해석하기]

∙물레방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기
Tip!

방앗간쟁이 아놀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에서 물레방
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도구로써 적합한지에 대해 토론한다.

ET

utube.com/
watch?v=8S

있도록 지도한다.

나도향 소설

s://www.yo

[물레방아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 정리하기]

∙우리 조상들이 물레방아를 사용하면서 변화된 삶에 대해 생각해보기
정리
∙우리 나라에 물레방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기
(5 분)
[다음 차시 예고]
∙4D 프레임을 활용해 물레방아 작동 원리를 적용한 창의적인 산출물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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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공학일반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 학년] (1)공학의 기초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2 공학 01-05] 공학 문제의 다양한 해
결책을 창의적으로 설계한다.
중심과목
[12 공학 01-06] 공학 설계 과정을 통해
성취기준
공학에서 다루어지는 융합 문제해결
방안을 체험한다.

물레방아
작동
원리를
적용한
주제(단원)명 창의적인 4D 프레임 산출물 설계 및
차시
3-4/16
제작하기
∙물레방아 작동 원리를 적용한 창의적인 산출물을 4D 프레임을 이용해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다.
학습목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공학적 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산출물에 적용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에너지 전환
STEAM
요소

T 물레방아
E 공학적 설계
A 진로
M

개발 의도

ET
Co
CD
ET

물레방아의 과학적 원리나 공학적 원리를 적용한 나만의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다양한 제품의 작동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공학적 설계에 대해 다룰 기회가 부족한 수업 과정에서 우리 주변의 제품들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물레방아 제작하기]
[물레방아의 공학적 설계 분석하기]
[물레방아의 공학적 설계를 응용한 나만의 산출물 설계 및 제작하기]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 발표하기]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창
상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의
황
∙물레방아의 공학적 설계를 응용
상하로 움직여 곡식을 적
제
한 산출물을 만들어 볼까요?
찧을 수 있을까?
설
시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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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산출물을 친구
들에게 소개하고, 친
구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 볼까
요?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ET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물레방아 제작하기]

∙동영상을 보고,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물레방아를 제작해볼까요?
Co

[물레방아의 공학적 설계 분석하기]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상하로 움직여 곡식을 찧을 수 있을까요?

https://ter
ms.naver.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나무 바퀴가 돌아가면 눌림대가 방아채의 끝을 눌 com/entry
도입
러 방아채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방아채 끝에 달린 공이가 방아확 속에 있는 곡 .nhn?docI
( 40 분) 식을 찧는 장치로, 눌림대가 힘의 방향을 바꿔준다.
d=2449690
&cid=5163
8&categor
yId=51638
∙작동하는 물레방아를 관찰하고, 힘의 방향이 전환되는 설계를 찾아볼까요?

CD

[물레방아의 공학적 설계를 응용한 나만의 산출물 설계 및 제작하기]

∙물레방아의 공학적 설계를 응용한 산출물을 만들어 볼까요?
∙되도록 일상생활이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Tip!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
하고, 다른 학생의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개
( 50 분)

4D프레임을 활용한 풍차

ET

360도 돌아가는 놀이기구

공이가 3개 달린 풍차

[제작한 산출물 발표 및 수정하기]

∙발표 전에 자신이 전달할 내용에 대해 미리 개요를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활
동지를 제공하며, 작성 항목에는 제작 동기, 활용방안, 작동 원리 등을 포함한다.
정리
(10 분)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자신의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취합하여 산
출물을 보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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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정보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2정보03-01]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
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
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12정보03-02]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
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추출한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3)추상화와 알고리즘

[12정보03-03]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
능한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하고 모델링한다.
[12정보03-04]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등의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효율적
인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12정보03-05] 다양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행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S
T
E
A
M 순서도

개발 의도

Co
CD

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한다.
아두이노 코딩 미션 해결을 통해
차시
5-9/16
일상생활의 문제 찾아보기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산출물을 제작함으로써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일상생활
센서, 입출력 장치
알고리즘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성공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 주변에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다.

[우리 주변 사물에 관심갖기]
ET

[입출력장치를 이용해 미션 해결하기]

CD

[아두이노를 활용해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하기]

ET

[제작한 산출물 발표 및 수정하기]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우리 주변에 제품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황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
시
까요?

창
의 ∙아두이노와 입출력 장치를 활
적
용해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설
볼까요?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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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성
∙제작한 산출물 발표
적
및 수정해 볼까요?
체
험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Co

[우리 주변 사물에 관심갖기]

∙집 앞 현관 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 PIR(동작감지)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

도입
( 20 분)

으로 불이 켜진다.
∙

CD

동일한 원리를 활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든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 주변이 어두울 때,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 등이 있다.
∙이 제품은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것일까?
CD ET [입출력장치를 이용해 미션 해결하기]
∙입력장치: 거리센서, 빛센서, 소리센서, 초음파센서, 온도센서, PIR 센서, 빗물감지
센서, 흙습도센서, 압력센서
∙출력장치: 기어모터, 프로펠러 모터, 서보모터, LED(빨,주,노,초,파,흰), 레이저, 소
리, 부저
Mission 1. LED 3개를 이용해 신호등 제어하기
Mission 2. 블루투스로 신호등 제어하기
Mission 3. 깜깜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LED 제작하기
Mission 4. 시끄러우면 소리치는 반장 로봇
전개
( 200 분)

Mission 5. 장애물이 가까우면 멈추는 기어 모터를 활용한 로봇
CD

[아두이노를 활용해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하기]

∙우리 주변에 제품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고, 아두이노와 입출
력 장치를 활용해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CODING NO.1

CODING NO.2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가 가까우면 선풍기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장치

내가 누르는 화살표의 방향의 따라
로봇의 방향이 바뀌는 로봇입니다.

선택 이유 보통 잠을 잘 때 미풍으로 바꾼 후, 잡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잠자리를 선풍기와 거리를
둔 후 자게 되면 자연스레 미풍이 됩니다.

거리에 따라 밝기를 조절
ET

선택 이유: 가장 기본적인 로봇의
이유이기도 한 조종, 이 이유를
실현해보고 싶은 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방향키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

거리감지 센서

이걸 발표하게 된 동기는 차량이 주차를
할 때나 주위의 물건을 감지 할 때 쓰이
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감지해 알람 작동

[제작한 산출물 발표 및 수정하기]

∙발표 전에 자신이 전달할 내용에 대해 미리 개요를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활
동지를 제공하며, 작성 항목에는 제작 동기, 활용방안, 작동 원리 등을 포함한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자신의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취합하여 산
출물을 보완하도록 한다.
정리
( 30 분)

[다음 차시 예고]
∙제작한 4D 프레임과 아두이노를 결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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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과학탐구실험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
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
과를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있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2) 생활 속의 과학 탐구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
황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
하고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
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S
T
E
A
M

개발 의도

아두이노와 4D 프레임을 활용해 창
의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차시

10-14/16

∙아두이노와 4D 프레임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도구를 창의
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공학 일반
정보
과학적 탐구
아두이노
4D 프레임
일상생활
도형

[고등학교 1학년] (1)공학의 기초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학년] (3)추상화와 알고리즘

미래 산업 혁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두이노와 관련된 STEAM 프로그램이 다양하
게 운영되고 있으나 제작한 산출물이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한 디자인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4D 프레임을 활용해 디자인을 설계하고, 3D 모델링을 통해 하나의 완전한 산출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CD

[아두이노와 4D 프레임 융합 스토리 만들기]

CD

[123D 를 이용한 우리 주변 제품 제작하기]

CD

[3D 모델링을 통한 디자인 산출하기]

ET

[3D 모델링 출력하기]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창
∙제작한 작품을 바탕으
의
로 아두이노와 4D 프
∙3D 모델링을 활용해 4D 프레임
적
레임을 융합한 스토리
을 출력해 볼까요?
설
를 제작해 볼까요?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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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성
∙제작한 산출물 발표
적
및 수정해 볼까요?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D
Tip!

[아두이노와 4D 프레임 융합 스토리 만들기]
제작한 아두이노와 4D 프레임을 융합하여 스토리를 더한다. 이 때, 제작 동기,
필요성 등 산출물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반드시 포함하
도록 지도한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탐구력과 문
도입

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50 분)

CD

[123D 를 이용한 우리 주변 제품 제작하기]

∙툴(tool)익히기
∙격자(grid)설정하기
전개
(180 분)

∙휴대폰 케이스 제작하기
∙머그컵 제작하기
CD

Tip!

[3D 모델링을 통한 디자인 산출하기]

123D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제작한 4D 프레임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분석력을 기르고, 도형과 관련된 수학적 입체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ET

[3D 모델링 출력하기]

∙3D 모델링한 파일을 .stl 파일로 저장하여 .gcode 로 변환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정리
(20 분)

한다.
∙3D 모델링에 실패한 케이스를 함께 얘기해보고,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하도록 한다.
[다음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제작한 3D 출력물과 아두이노 코딩을 연결하여 자신의 최종 산출
물을 발표해보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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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5-9/16

우리나라의 포장 문화인 보자기는 쓰임새에 따라 물건을 담는 가방이 될 수 있고 허리를
묶는 끈이 될 수 있으며 머리에 쓸 수도 있다. 보자기가 그렇듯이 4D 프레임은 연결봉과
연결봉을 연결 발로 이어서 각도를 0°~360°까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간단한 도구인
가위 하나만 가지고 연결봉과 연결 발을 원하는 길이와 모양대로 자르고 이어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이것이 4D 프레임의 가장 크고 핵심적인 특징이다. 연결 발(6발, 8발 등)을
이용하여 연결봉을 위쪽으로 세우거나 아래쪽으로 내리는 것, 이것이 4D 프레임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결발의 종류]

4D 프레임을 활용해 다양한 공학적 설계를 해보고, 아두이노와 결합하여 움직이는 산출물
을 제작해 보자.
아두이노는 다양한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입력 값
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전자 장치들로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로
봇, 온습도계, 동작 감지기, 음악 및 사운드 장치,
스마트 홈 구현, 유아 장난감 및 로봇 교육 프로
그램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개발 가능하다.
또한 아두이노는 회로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직접 보드를 만들고 수정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두이노 [Arduino]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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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혁명은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성공적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성격의
에너지 간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
지, 탄성에너지를 말한다.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킨 예로는 2000년 전 고대 그
리스의 헤론이 고안한 증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공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단지 신기한 현상
으로 끝났었던 것 같다. 성공적인 증기기관이 출연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레방아를 예로 들면 흐르는 시냇물의 운동에너지
와 위치에너지는 물레바퀴를 돌리는 운동에너지로 변환되고 중심축이 회전하면서 누름대가
시소처럼 생긴 방아 몸체의 한 쪽 부분을 눌러 주어 반대편의 방아공이에게 위치에너지를
주고 방아공이는 떨어지면서 벼를 찧는 운동에너지로 옮아가는 원리다. 즉 여러 과정이 있
지만 역학적 에너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축을 쓰던 인간이 이 일을 대신하더라도
같은 범주다.
1차 산업혁명 이후로 성격이 다른 에너지 간의 이동은 상식화됐다. 발전용 증기터빈은 열에
너지로부터 운동에너지를 얻어 최종적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2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됐
다. 이 전기에너지는 3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의 전원이 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서 로봇의
운동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산업혁명에서도 맞는 것 같다.
(출처 : 대전일보 산업혁명을 음미하다)
4D 프레임을 활용해 물레방아를 제작해 보고, 물레방아의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해 보자.

학습 활동지
활동 1. 4D 프레임을 활용한 물레방아 제작하기
쓰임새
준비물
설계
자신이 생각한
다른 쓰임새
친구가 생각한
다른 쓰임새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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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오르골

평행축 기어

무동력 자동차 바퀴

[출처: 4D 쇼핑몰]
거꾸로 올라가는 바퀴

물레방아의 상상해 보자. 출근 전, 교통사고로 출근길 도로가 심하게 막힌다는 뉴스가 떴다.
소식을 접한 스마트폰이 알아서 알람을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울린다. 스마트폰 주인을 깨
우기 위해 집안 전등이 일제히 켜지고, 커피포트가 때맞춰 물을 끓인다. 식사를 마친 스마
트폰 주인이 집을 나서며 문을 잠그자, 집안의 모든 전기기기가 스스로 꺼진다. 물론, 가스
도 안전하게 차단된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서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주변에서 흔히 보
고 쓰는 사물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사물인터
넷’(Internet of Things)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눈
다 (용어로 보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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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엠블록을 이용해 아두이노 코딩을 하고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작해 보도록 하자.
엠블록은 스크래치와 비슷한 PLA이다. 엠봇사(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여러장점을 가지고 있
는데 블록형기반이면서 아두이노도 연결되 되고 자체 업로드도 된다.

■ mblock 프로그램 설치
① mblock 다운로드 사이트 URL인 http://www.mblock.cc/software/에 접속합니다.

② mblock 3를 클릭하여 자신의 OS에 맞추어 다운로드 합니다.
③ 다운로드 한 mblock 프로그램을 클릭하여 설치를 합니다.
④ Language 탭을 클릭하여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 줍니다. 이처럼 mblock의 설치는 기본
적인 소프트웨어 설치처럼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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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D 제어하기
학습 활동지
활동 1. LED 끄고 켜기
준비물

컴퓨터, 아두이노, 자석헤더, LED

1. 9번 핀 LED를 켜보세요.
[아두이노]

[엠블록]

만약에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 0번 포트와 1번 포트는 시리얼 통신에 사용되기 때문에 LED를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LED의 빨간색 선(+)이 D9에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한다.
② LED의 검은색 선(-)이 GND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엠블록의 블록의 위치와 핀 번호가 맞는지 확인한다.
④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
2. 9번 핀 LED가 빠르게 깜빡이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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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엠블록]

“디지털 9번 핀에 꺼짐 보내기”
9번 포트의 핀에 5V 전류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주로 LED를 끌 때 사용합니다.
[응용하기] LED 깜빡이기
차선을 변경할 때 켜야 하는 방향 지시등, 즉 우리가 흔히 부르는 깜빡이를 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운전자들 간의 약속입니다. 만약 깜빡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접촉사고도 발생하겠지만 차선 변경을 할 때마다 문밖으로 손을 내밀어 양해를 구해야만
차선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운 방향 지시등, 그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자동차가 많아지
면서 도로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대되었고, 교통량의 증가로 방향 지시등의 필요성을
느낀 영국의 “K.B 크리머”는 1893년 문자 형식의 방향 지시판은 발명합니다. 방향 지시
판은 Left와 right 글자를 수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차량 뒷부분에 장착하여 운전자의 의
사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1914년 캐나다 출신 배우 플로렌스 로렌스가 전
구를 이용한 방향 지시봉을 개발합니다. 플로렌스 로렌스는 최초의
할리우드 스타 개념을 만들어낸 여배우로서 방향 지시등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이후로 방향 지시등은 전자식으로 발전하여
독일의 맥스 월과 레른스트 뉴먼에 의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
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0hyundai/22095715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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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여러 개 LED 끄고 켜기
준비물

컴퓨터, 아두이노, 자석헤더, LED 3색, 스마트폰

1. 9, 10번 핀 LED를 동시에 켜지거나 교대로 켜지도록 해보세요.
[아두이노]

[엠블록]

동시에 켜지는 경우와 교대로 켜지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응용하기]
신호등은 도로가 아닌 철도에서 맨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스티븐슨이 1825년 기
관차를 발명하고 1830년에 본격적인 철도시대의 막이 열리자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고 열
차를 제어할 수단으로 신호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골 기찻길을 지나다 보면 기차
신호등을 쉽게 볼 수 있죠. 1840년대에 영국의 한 도시에서 3색 신호를 이용한 도로 표지
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신호등이였고, 지금과 가장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자 신호등은 1914년대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등장했습니다. 클
리브랜드에 처음 설치된 전자신호등은 정지(적색)과 진행(녹색)만 존하는 2색 신호등이였다
고 합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정지(적색), 진행(녹색), 주의(노랑색)이 모두
존재하는 3색 자동 신호등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때, 생긴 3색 신호체계는 지금까지도
많이 발전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 3개의 LED를 이용해 블루투스 신호등을 제작해 보세요.
* 빛 센서 값을 스마트폰으로 보내보세요.
* 스마트폰을 이용해 LED를 제어하는 방식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통신할 때 통신 환경에 따라 잡음이 생길 수 있다. 그 잡
음이 숫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잡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은 특수문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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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초도 쉴 수 없어. 1분마다 가로등을 껐다 켰다 해야 하거든.”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에 나오는 가로등지기의 하소연을 기억하시나요? 기술의 발전은 CdS Sensor가 빛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LED를 끄고 켜면서 가로등지기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인류는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된 세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회로와 스마트폰 IoT 기반으로 LED를 조작할 수 있는 산출물을 제작하
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술의 진화로 나타난 생활의 변화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활동 1. 센서의 종류 알아보기
[아두이노]

[엠블록]

1. 외부 조건에 따라 센서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보세요.
종류

외부조건과 센서값

빛센서
온도센서
PIR센서
소리센서
거리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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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예

활동 2. 센서와 LED 결합하기
1. 빛에 따라 LED가 제어되는 장치를 제작해보세요.
[아두이노]

[엠블록]

* 빛 센서와 LED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빛 센서는 어떻게 작동시키나요?
빛 센서(조도센서)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이다. 빛의 양이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밤과 낮을 구별한다. 빛의 양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여러 단계로 설정해 놓
으면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빛, 온도, 속도 같은 것은 측정하는 순간에도 변
하기 때문에 D0~D13 포트와는 다르게 A0~A5 포트에 붙입니다.
빛 센서는 센서 부분을 통하여 빛의 양을 측정한다. 측정한 값은 READ 선을 통해 아
두이노로 전달된다. 빛의 양은 0~1,023까지 측정되므로 READ선은 확장 부드의 아날로
그 포트인 A0~A5 포트에 연결되어야 한다. 센서의 특성에 따라 빛 센서는 5V 전압이
필요하다는 것에 유의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확장보드의 빛 센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빛 센서는 확장 보드 자체에서 VCC와
GND를 내정하고 있다. 따라서 센서의 값을 읽기 위한 READ 선만은 연결하면 된다.
2. 소리에 따라 LED가 제어되는 장치를 제작해보세요.
* 소리센서의 다양한 기능을 경험해보세요!
3. 거리에 따라 LED가 제어되는 장치를 제작해보세요.
* 거리 센서와 LED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4. 온도에 따라 LED가 제어되는 장치를 제작해보세요.
* 온도 센서와 LED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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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압력 센서 제작하기
* 스펀지, 황동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압력센서를 만들
어보자.
준비물

황동판, 압력센서용 스펀지, 센서용 전선, 글루건

❶ 황동판과 스펀지를 2.5cm*2.5cm 크기로 잘라 동판-스펀지-동판 순서대로 놓고 글
루건을 이용해 네 귀퉁이를 붙인다. 글루건을 너무 많이 바르면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❷ 센서용 전선을 종이테이프를 이용해 황동판 바깥쪽에 각각 붙인다.
* 제작한 압력센서를 이용해 산출물을 제작해보세요.
[아두이노]

[엠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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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여러 센서 활용하기
1. 센서를 여러 개 연결하여 LED를 제어해보세요.
[아두이노]

[엠블록]

[응용하기]
2. 다양한 센서와 장치를 이용해 우리 주변에 필요한 제품을 제작해 보세요.

제작동기

입력장치

출력장치

[아두이노]

3. 제작한 작품을 발표해보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분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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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스마트 한지등 제작하기
* 빛을 감지하는 CdS센서에 대해 알아보고, 어두워지면 빛을 내는 한지등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준비물

한지등, 스티커, 양면테이프, 커넥터 2P 1개/ 3P 2개/ 4P 1개, 커넥터용 전선, 트랜지스터
9012/ 9013, AA 건전지, 건전지 홀더, 저항, 수염전구, CdS센서, 스위치, 엔드캡

* 다음 그림과 같이 준비물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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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산업은 정보통신과 과학 기술의 만남이 이루어 낸 진화다.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변되는 공유경제,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가상화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언뜻 보면 그 일관된 방향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그 구현 요소들을 분석
해보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만남이라는 커다란 공통점이 보인다.

이는 특정한 사업군이나 특별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제품들의 진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애완동물 관련 제품이나 운동기구, 교육, 충전 방식까지
도 ICT

와 융합해 새로운 기능을 탄생시킨다. 모이고 연결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http://jmagazine.joins.com/forbes/view/31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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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활동 1. Servo모터와 DC모터 알아보기
Q. 제가 서보형DC모터를 이용하여 RC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서보형 DC모터는 말그대로 DC모터 입니다.. 서보가 아닙니다. DC모터인데 외형이 서보 모터처럼 생
겨 서보형 DC모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PWM 으로 회전각 조절이 불가능 하며, + - 극성만 결선해 회
전만 하는 일반 DC모터입니다.

라고 어떤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그러면 구지 서보형 DC모터를

왜 따로 만든건가요? 일반 DC모터랑은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서보형 DC모터의 원리가 궁금합니다.
A. 아마도 Geared Motor 를 서보형 DC모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서보모터와 Geared 모터 (서보
형 DC모터)는 내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서보모터는 내부에 위치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서보모터는 외부 콘트롤 신호에 대응해서 모터축의

각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부 제어회로가 있습니다. 기어드모터 (서보형 DC모터)는 이런 내부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즉, 서보모터는 내부에 각도를 검출하는 엔코더가 있는데 외부에서 보낸 제어신호(
지시각도 )와 엔코더가 검출한 각도의 차이가 있으면 모터를 움직이며 차이가 없는 지점에서 모터를
정지하고, 그 정지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보모터는 기어드 모터에 비해 정밀한 각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서보모터는 내부제어장치를 이용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제어가 가능한 반면, 기어드모터는 내부 제어장치가 없어서 정확한 각도제
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어드 모터의 회전방향과 각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

다. 회전방향은 모터제어모듈에 제어 신호를 통해 가능하고, PWM신호를 통해 속도 제어도 가능하죠.
회전방향과 회전속도에 따른 가동시간을 적절하게 조절 해주면

어느 정도의 위치제어도 가능합니

다. 물론, 서보모터와 같은 정밀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보모터와 기어드 모터는 내부에 모두 기어장치가 있습니다.
서보모터와 기어드모터는 모두 내부에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겉모습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서, 기어드모터를 서버모터로 잘

따라

못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죠. 일반적으로 서보모터는 0 ~

180도 사이의 회전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물론, 그 이상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 기어드
모터는 회전각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RC카를 만들려면 서보모터가 아닌 기어드모터를 구입해

야 합니다.
[출처]서보형 Dc모터 (아두이노 스토리)|작성자블루아이즈

* 위의 글을 통해 Servo모터와 DC모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Servo모터

DC모터

∙
공통

∙

점

∙
∙
∙

∙

차이

∙

∙

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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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어모터를 사용해 축구 로봇을 제작하고, 축구 경기를 해봅시다.
[아두이노]

[엠블록]

❶
❷
경기
규칙

❸
❹
❺

자동차 센서는 자율주행 및 스마트 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자동차에는 동력제어, 안전제어, 편의제어, ICT연동 등을 위한 센서가 약 200개 들어가고 있
으며, 카메라, 초음파, 적외선, 레이더, 라이더 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적용된다.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센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용 센서 시장은 2020년까지 약 309억 달러(연평균 7.7% 성장)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Automotive Sensors Market by Type, Application and
Geography-Global Forecast to 2020, Markets and Markets, 2016.1) 하고 있다.
[출처: https://blog.naver.com/biz_ocean/220689269497]
자율주행자동차 레벨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0단계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차량의 주행, 가속, 브레이크, 방향 전환, 주차까지 모든 주행 판단을 운전자가 직접
하며, 현재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0단계에 해당한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등 주행에 도움을 주는 편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더라도 이는 직접적으로 주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단계이다.
자율 주행 레벨 1단계는 직접적인 운전자의 주행 상태에서 차량 시스템이 일부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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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이다. 레벨 1단계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도 이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오토 크
루즈와 차선 유지 장치처럼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주행을 일부 대신해주는 기능이 있는
상태가 바로 레벨 1단계다.
자율 주행 레벨 2단계의 자동차는 스스로 속도 조절이나 핸들 조작 차선 변경 등이 가능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에 일부 조작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차량이 자율
주행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행을 제어하는 대부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레벨 3단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대부분의 주행을 차량 시스템이 컨트롤하며 특수한 경
우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자율 주행 4단계는 매우 고도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차량 내에서 운전자는 운전에 신경 쓰지 않고 자
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마지막 5단계는 자율 주행 시스템의 완성단계로 4단계에서 나타났
던 작은 오류들과 윤리적인 문제까지 해결된 마지막 단계이다.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마지막 단계가 차량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자율주행자동차, 레벨이 다르다!]
* 자율 주행 5단계를 위해 어떤 센서가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각 센서의 기능에 대해 발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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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활동 1. 바퀴벌레 로봇제작
* 바퀴벌레의 습성을 알아보고, 바퀴벌레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제작해보세요.
제작동기 및
바퀴벌레의
습성

입력장치

출력장치

[아두이노]

[엠블록]

[참고자료] 바퀴벌레
꼬리 쪽에는 진동을 감지하는 민감한 감각기관이 있어서 약간의 진동에도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다.
또한 그 진동을 느꼈을 때 반사적으로 그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물리적
인 공격으로는 보통 곤충들보다 죽이기 어렵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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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라인트레이서 로봇제작
*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라인트레이서를 제작해보고, 자율주행대회를 열어보세요!

제작동기

입력장치

출력장치

[아두이노]

[엠블록]

활동을 마치며...

추가로 연구하고 싶은 내용이나 진로와 관련해 수업을 통해 얻은 내용을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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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물레방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4D 프레임으로
제작하여 표현할 수 있다.
상
물레방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분
석하여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1~2
/16

4D 프레임으로 물레방아를 제작하였으나 동작이 불
안정할 수 있다.
모둠별 토론평가
중
물레방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분
석하여 장점 또는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4D 프레임으로 물레방아를 제작할 수 없다.
하 물레방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분
석할 수 없다.

3~4
/16

상

물레방아의 공학적 설계를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나
만의 산출물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다.

중

물레방아의 공학적 설계를 응용하여 기존에 존재하
는 산출물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다.

하

물레방아의 공학적 설계를 응용하여 산출물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없다.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일상생활의 문제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
다.
5~9
/16

중

일상생활의 문제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산출물로 제작할 수 없다.

하

일상생활의 문제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상

제작한 3D 디자인을 출력하고, 디자인 요소가 최종
산출물의 기능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다.

중

제작한 3D 디자인을 출력하나 디자인 요소가 최종
산출물의 기능을 다소 향상시킬 수 있다.

10~14
/16

하 제작한 3D 디자인을 출력할 수 없다.
상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작의도, 필요성, 제작방법 등
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중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작의도, 필요성, 제작방법 등
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다.

15~16
/16

하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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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장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동료평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였나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장점을 근거를 들어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나요?
모둠 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단점을 근거를 들어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나요?

동료평가

4D프레임으로 제작한 물레방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나요?

※ 평가 노하우: 자기평가나 모둠 내 동료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 등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고, 모둠 간 동료평가에서
산출물을 기반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나. 관찰평가지(3~16차시)
기능
모둠원

창의성
상

박OO

박OO

○

소리

○

소리

○

○

○

소리

○

○

○

LED

○

○

○

○

○

소리

○

압력

최OO

○

정OO

○

김OO

○

○

○

○

LED

상 중

○

이OO

종류

완성도
상 중 상 중 하

종류

○

소OO

출력

중

장OO

변OO

센서

○

거리
거리,
압력
흙습도,
온도

○

프로펠

온도

○

동작

○

LED

○

초음파

○

부저

○

빗물감
지

태도
산출물

○

러모터

(서보)
모터

○

배움과 성장의 기록

박수를 치면 불이 꺼지는 장치를 제작함.
핸드폰 들어올리면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

○

하는 장치를 제작함.
톨게이트 지나갈 때,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는 장치를 제작함.
전시장에서 훔쳐가면 경보 울리는 장치를
제작함.
햄스터를 위한 장치를 제작함.
온도가 높아지면 선풍기가 작동하는 장치
를 제작함.
손동작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장치를 제작

○

함.
○

자동차가 후진할 때 소리나는 장치를 제작
함.
비가 오면 우산꽂이에 불이 들어오는 장치

○

○

를 제작함. 인테리어 효과와 안내 효과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장치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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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간단하고 명료함.
아침이 되면 알람이 울리는 장치를 제작
진OO

○

빛

○

부저

○

○

함. 아침이 되면 이라는 조건을 활성화하
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찾아 센서에 반영
하려고 함.
횡단 보도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발판

최OO

○

압력

○

부저

○

○

에 압력을 주면 신호등에서 신호를 알려주
는 장치를 제작함.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소재 찾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

※ 평가 노하우: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의
성 평가는 학생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득
이한 경우 교사가 평가와 동시에 이 아이디어의 이 부분을 높아 상으로 평가한다는 부분
을 반드시 학생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배움 성장의 기록은 학생들의 질문을 토대로
고민하거나 고려할 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통합과학) 물레방아가 작동하는 힘의 원리를 이해하고,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함.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이 여
름에 집중하고, 다른 계절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며 물레방아와 같
이 계절별로 차이가 심한 것보다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물레방아와 유사한 원
리를 가진 풍차를 설치함으로써 더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 설명함.

(공학) 물레방아의 각 부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원운동을 상하운동으로 바
꾸는 장치를 4D 프레임을 이용해 제작하고, 발표함. 물레방아의 공학적 설계를 응용
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산출물을 설계 및 제작하는 활동에서 공이의 작용방향을 바
꿔 먼지털이 기계를 제작함.
제작한 3D 모델링 과정에서 제품의 디자인 요소를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기 과정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
공이가 다시 돌아올 때,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설계를 고안함.
세부능력 및
(정보) 일상생활의 문제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특기사항
산출물을 제작함.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의료계에서 필요한 제품을 생각하던 중
드라마에서 코마 상태의 사람이 깨어날 때 손가락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장면에
착안하여 손가락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고, LED 가 켜지는 장치를 제작
함. 이 장치를 통해 병간호하는 사람들이 환자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과학탐구실험) 일상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탐구 계획을 수립하고, 알고리즘과 4D 프레임을 활용해 새로운 산출물
을 제작함. 특히, 시험 기간에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보는 자신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휴대폰을 들면, “공부해”라고 외치는 장치를 개발함. 알고리즘과 센서, 4D 프레임을
이용해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창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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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조상들의 지혜: 4D 프레임을 이용한 물레방아 작동 원리 이해하기

주제(단원)명

물레방아 작동 원리를 적용한 창의적인 4D 프레임 산출물 설계 및 제작하기

1~2
/16

3~4
/16

4D프레임을 활용한 풍차

주제(단원)명

공이가 3개 달린 풍차

바람에 따라 360도 돌아가는 놀이기구

아두이노 코딩 미션 해결을 통해 일상생활의 문제 찾아보기

5~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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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 NO.1

CODING NO.2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가 가까우면 선풍기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장치

내가 누르는 화살표의 방향의 따라
로봇의 방향이 바뀌는 로봇입니다.

선택 이유 보통 잠을 잘 때 미풍으로 바꾼 후, 잡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잠자리를 선풍기와 거리를
둔 후 자게 되면 자연스레 미풍이 됩니다.

거리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

선택 이유: 가장 기본적인 로봇의
이유이기도 한 조종, 이 이유를
실현해보고 싶은 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방향키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

거리감지 센서

이걸 발표하게 된 동기는 차량이 주차를
할 때나 주위의 물건을 감지 할 때 쓰이
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감지해 알람을 울리는 장치

주제(단원)명

아두이노와 4D 프레임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주제(단원)명

창의적 산출물 발표하기

10~14
/16

15~16
/16
자신의 작품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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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소감문

하나의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의 교사들의 모여 수업을 구성한다는 것이 STEAM
교사 연구회를 여러 번 참여하였어도 교사에게는 항상 새로운 경험이다. 각 과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 과목의 특성을 받아들여 구성을 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든다. 분절화된 과목으로 배우는 것이 익숙한 학생들도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한시간
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4D 프레임을 이용해 공학적 설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창의성 있는 산출물을 구성하여서 놀란 부분도 있었
다. 자신의 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이 많아 다행히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학생들도 있고, 코딩이
나 설계 자체가 재미있어서 그 분야로 진로를 정하겠다는 아이들도 생겼다. 교사로서 아이들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것은 보람된 일이었다. 연구회를 구성한 교
사들이 다양하여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아이들 모두가 힘을 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엇따.
물레방아를 활용해 수업을 설계할 때, 아이들에게 물레방아의 역할을 물어보니 아이들 모두가
장식품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게 세대차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학습을 통해
서 세대차이를 줄여가는 과정 또한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사실 물레방아를 보면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힘의 변화가 있는지 교사들 또한 잘 알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 물레방아의
작동 원리를 이용해 아이들이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교사들보다 아이들이
더 낫다는 우스개 소리도 많이 했다.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STEAM 교육이 그러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무심코 휴대폰을 보다가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이 휴대
폰을 사용하면 울리는 알람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더 이
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했다. 함께 코딩을 하고 함
께 생각하는 과정을 나눈다는 것은 학생들과 교사를 더 가깝게 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STEAM 수업의 장점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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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교사 협의체 운영

운영의 세부사항
∙일시: 2019년 6월 24일
∙내용: 운영 계획 수립
- 9월 중에 16차시 개발 및 운영을 종료 예정
- 역할 분담에 따라 운영
-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정
∙일시: 2019년 8월 23일
∙내용: 공학적 설계에 대한 이해(블루투스 스피커 제작)
- 블루투스 스피커의 구조 이해
- 블루투스 스피커의 작동 원리 이해

∙일시: 2019년 9월 9일
∙내용: STEAM 중간발표회 공유
- 타 STEAM 연구회 발표 내용 공유
- 연구회별 프로그램 장단점 비교
-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일시: 2019년 10월 14일
∙내용: STEAM 운영결과 및 평가 사례 공유
- STEAM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공유
- 평가 사례 수정 및 보완
- 학생 만족도 및 교사 만족도 확인
- 내년도 STEAM 연구회 운영 방법 모색

∙일시: 2019년 11월 4일
∙내용: STEAM 공개 수업
- 학생 적용 사례 공유
-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 평가 요소 확인
-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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