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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로봇은 불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을 구하려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야 하겠지요. 무너지는 좁은 건물 틈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뱀과 같은 모습이 낫겠지만, 불 속에 갖힌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나오려면 팔과
같은 모습을 가지면 좋을거에요. 다양한 로봇은 생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수 있기 때문이지요.

로봇은‘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기계’
라는 뜻으로 처음 사용되었답니다. 그 후 로봇은 단순히 일을
수행하는 기계라는 뜻 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기와는 달리 집 구석구석을 스스로 돌아다니는 청소기를 특별히 로봇청소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즉, 로봇은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나 생물의 모습을 가지는 로봇이라면 더욱 친근감을 느끼겠지요.

로봇이 우리의 일을 대신 수행하려면 우선 사람과 같은 생물의 모양과 움직임을 따라할 수
있어야해요. 그러니까 생물의 모양과 움직임을 알아보아야겠지요. 두 번재로, 생물의 모양과
움직임을 기계로 만들어내려면 생물과는 다른 디자인과 제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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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로봇에 대한 꿈을 꾸어왔지만, 아직 완전한 로봇은 만들지 못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로봇에 대한 꿈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동반자 비젼로봇을 통해 로봇제작에
필요한 과학을 엿보고 로봇이 있는 미래사회에서 우리의 모습과 직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자 해요.

1. 로봇박물관에서 로봇의 모양과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아요.
2. 생물의 모양과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아요.
3. 생물의 구조와 반응을 흉내내는 기계를 만들어보아요.
4.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다루어보아요.
5. 로봇공학 과학자와 대화를 해보아요.
6. 로봇 관련 산업체를 방문해보아요.

화석을 보면 다양한 생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생물과 모습
이 어떻게 다른가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요. 생물은 환경에 따라 필요한 모습과 기능
을 바꾸어왔답니다.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예를들어, 사진기는 사람의 눈이나 오징어의 눈과 매우 닮았답니다. 생물들이 수억년간 오랫동안
실패를 통해 다듬어온 특징들을 모방하는 것은 좋은 창조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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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비젼로봇을 꿈꾸어 보아요
- 로봇박물관 탐방 -

로봇스튜디오에는 로봇의 개발에서부터 변화해온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답니다. 로봇스튜디오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사물을 알아보는지 로봇을 어떻게 조종하
는지 알아보아요. 그리고‘왜 로봇이 필요할까’
,‘로봇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
할까’같은 것도 생각해보아요.

교재 및 필기구

● 로봇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아요.
● 한국에서 만든 로봇은 어떤것이 있나요.

● 탐방수업 중 제시하는 주의사항을 잘 적고 따르도록 합니다.
● 단체 활동이므로 가급적 개인 활동을 하지말고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도록 합니다.
● 탐방 동안 내용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생체를 닮은 로봇_05

최근 잠자리나 뱀과 같이 다양한 생물을 닮은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자리나 뱀과 같은 생물을 본따서 로봇을 만드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로봇을 디자인 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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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봇의 역사
199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최초 보행로봇‘센토’
제작

2001

한국과학기술원 감정표현이 가능한 로봇‘아미’
개발

2004

KAIST 한국형 로봇‘휴보’
개발

2005

KIST 지능로봇연구센터‘마루’‘아라’개발/KAIST 인간형 휴먼로봇‘알버
트 휴보’
공개

200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조인간 로봇‘에버원’
/ 유진로봇 청소로봇‘아이클레
보’
판매

2007

로봇 전문기업 아이로봇의 청소로봇‘룸바3종’출시

2008

서울메트로 지하철도우미‘메트로봇’도입

2009

우주인 로봇 에버 판소리 공연 / KTF와 마이크로로봇의 영상통화 로봇청소
기‘CW100’출시

눈의 영상과 영화 필름
애니메이션은 만화의 여러 장면을 연속으로 촬영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은“살아있는”
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어요. 최근
에는 3차원 모델링을 통해 컴퓨터 화면상으로 재현된 영상의 경우도 애니메이션에 포
함시킨답니다.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애니메이션은 사람의 눈에 남는 잔상을 이용한 것이랍니다. 사람의 눈은 방금 본 물체
의 상을 약 1/25초 동안 보관한답니다. 즉 어떤 물체를 본 후 1/25초 내에 새로운 상
을 1/25초 보다 더 짧은 머물다 간다면 그 새로운 상은 눈에 맺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상과 다음 상 사이 검은 색 종이를 넣어두어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아
래 역사를 공부하면서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알아보아요.

생체를 닮은 로봇_07

애니메이션 역사

1826

잔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토마트로프(Thaumatrope)가 만들어졌답니다. 동
전 양쪽에 두 다른 그림을 붙이고 돌리면 두 그림이 합쳐진 것과 같은 그
림이 나옵니다.

1832

원판에 여러 그림을 붙이고 돌려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영상을 얻었어요.
이것을 페나키스토스코프(Phenakitstoscope)라 합니다.

1834

원통안에 그림을 붙이고 돌려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 조에트
로프(zoetrope)가 만들어졌지요.

1872

사진을 영상으로 찍어서 돌리는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답니다.

1889

토마스에디슨은 13초간 움직이는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1906

처음으로 만화영화가 만들어진 해이랍니다.

현재

만화를 그리거나, 점토찰흙을 이용하거나, 컴퓨터영상을 이용한 다양한
에니메이션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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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을 닮은 로봇
- 나의 눈과 로봇의 눈 -

동물의 눈을 해부하여 눈의 기계적 구조를 알아보요.
눈의 진화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화석기록에 의하면 5.4억년전 초기 동물의 진화와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본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흥미롭게도 동물의
눈은 거의 공통적으로 둥글고 볼록렌즈를 가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조가
가장 좋은 상을 만들어준 구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물을 알아보는 비젼로봇을 제작하
기 위해 우선 생물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아요.

생체를 닮은 로봇_09

활동

1

육상동물의 눈의 렌즈와 물속에 사는 생물의 렌즈를 알아보아요.
소의 눈과 사람의 눈은 비슷합니다. 소와 사람은 포유류라 부르며 모두 알을 낳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되지요. 물고기는 포유류와 형태도 생활사도 매우 다르며 눈 또한 다릅니다.
이 두 동물의 눈 또한 다르게 진화했다고 합니다. 어류의 눈은 비슷해 보입니다. 이 두 눈
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눈을 해부해보고 눈의 구조와 렌즈의 구조를 비교해보아요.

소 눈, 오징어 눈, 해부기, 해부판

● 소 눈 속에는 액체가 가득 차 있어요. 해부판 아래에 물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
의 물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 수정체(렌즈)는 잘 터집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세요.
● 오징어 눈은 매우 작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잃어버리지 않아요.

① 소의 눈을 큰 비이커에 넣고 가운데를 조심스럽게 반으로 자릅니다.
(눈 속에는 액체가 차있어요. 자르는 동안 액체가 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② 소 눈의 구조를 관찰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렌즈를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빛을
차단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알아보아요.
③ 렌즈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렌즈를 꺼내어보세요.
④ 렌즈를 글자가 있는 종이위에 놓고 렌즈가 오목렌즈인지 볼록렌즈인지 알아보아요.
⑤ 관찰이 끝난 렌즈는 생리적 식염수에 넣어두어 마르지 않도록 보관해둡니다.
⑥ 오징어의 눈을 소 눈과 같이 해부해보아요.
⑦ 오징어의 렌즈를 글자가 있는 종이위에 놓고 렌즈가 오목렌즈인지 볼록렌즈인지 알아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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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오징어의 렌즈와 소의 렌즈가 확대하는 정도가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왜 공기중 살아가는 소의 눈과 물속에 사는 오징어의 눈이 비슷한 구조를
가질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요.

박쥐는 흔히 장님에 가까운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 활동하는 박쥐는 보통
3만~6만Hz의 초음파를 낸 후,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온 초음파를 귀로 포착하
여 물체의 거리·방향·크기 등을 감지하여 행동한다. 이것을 반향정위 [反響定位,
echolocation]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박쥐의 시력은 매우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사람보다 더 잘볼 수 있습니다. 박쥐도 눈으로 보는 정보를 청각에 의한 정보보다 더
좋아합니다.

생체를 닮은 로봇_11

활동

2

플라스틱공과 렌즈를 이용한 눈 모델을 제작해보아요.
생물의 눈 구조를 모방한 눈 모델을 제작해보아요. 제작을 통해서 로봇의 눈을 만들 때
필요한 공작기술에 대해 생각해보아요.

둥근 플라스틱 공, 볼록렌즈, 검은 종이(또는 비닐), 테이프, 물, 네임펜, 광원(스텐드),
광섬유

● 공작을 하는 동안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공작에
임해주세요.

① 둥근 반구 하나와 섬유가 연결된 다른 반구 하나를 그리
고 돋보기(볼록렌즈)를 준비합니다.
② 렌즈를 고무찰흙으로 둘러싸 수정체를 싸고 있는 홍체를
만들어 보세요.
③ 볼록렌즈 반구에 넣고 구의 뒷면을 검은 비닐 또는 종이
로 막아주세요.
④ 광섬유를 사용 눈에서 나오는 신경달을 만들어 보아요.

⑤ 구의 앞쪽에 물체를 놓고 빛을 모여주며 구 안쪽에 상이 맺혀지는 모습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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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렌즈를 사용하면 상의 크기가 크게 맺히는 가요? 아니면 작은 상이
맺히는 가요? 물체와 렌즈사이 거리에 따라 상의 크기가 다른가요? 실험
을 하며 만들어지는 상에대해 적어보아요.

로봇에 눈을 넣어주다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넣어주고 싶은가요? 아래
그림에 그려넣어 보아요.

생체를 닮은 로봇_13

볼록렌즈는 어떻게 상을 확대하나요?

뇌에서 어떻게 눈에 맺힌 상을 인식할까요?
사람의 눈에는 두 종류의 빛 감지 세포가 있습니다. 막대모양의 간상세포는 모든 빛을
다 감지하며 광의 명암만 구별합니다. 원뿔모양의 원추세포는 다시 3 종류가 있는데
각기 빨강, 파랑, 초록을 인식합니다. 원추세포는 낮에 다른 색을 인식하여 사물을 알
아내는데 좋으며, 간상세포는 어두운 밤에 물체를 알아보는데 더 용이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총 각기 인식하는 3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각 눈에는 약 1.2억개의 간상세포
(막대세포)와 600만개의 원뿔세포(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세포에서 광을 인식하면 세
포에 연결된 신경을 통해서 상이 뇌로 전달됩니다. 하나의 눈에는 약 77만~170만개의
시신경이 연결되어있고 이 시신경은 뇌로 상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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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광 센서 감각기계를 만들어보아요
- 광 센서 반응 회로와 눈의 회로 -

광을 인식하는 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광인식 센서와 전기회로를 사용하여 광센서
반응회로를 만들어보아요.

로봇의 모양은 갖추지 않아도, 광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기계는 많이 있습니다. 암호 대신
지문을 인식하거나 눈의 홍채를 인식하는 잠금장치는 매우 섬세한 모양을 인식합니다. 단
순하게는 사람이 움직이면 켜지는 현관등이나 밤에만 켜지는 가로등도 광을 인식하는 기계
입니다. TV 리모턴을 TV를 향해 쏘면 빛이 반짝하면서 TV가 켜집니다. TV 속에 광을
인식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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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브래드보드를 이용하여 광센서 LED 회로를 제작해보아요.
사람의 모션에 반응해 켜지는 현관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빛 감지 장치가 있답니다. 이들
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알아보아요.

브래드보드, 적외선센서, 광다이오드(photodiode), 발광다이오드(LED), 저항,
9V 밧데리, 밧데리 스냅단자, 연결전선

● 작은 부품들이므로 실험대를 깨끗이 정리한 후 실험에 임합니다.

① 브래드보드의 전선이 연결된 방법을 알아보아요.
② 이제 밧데리와 LED 그리고 연결전선을 가지고 LED 등을 켜보아요.

③ 조광센서를 연결하여 광을 차단할때와 광을 차단하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지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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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작한 브래드보드 판의 회로에서 전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회로도를 그림으로 그려보아요.

하나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LED 광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아래 사람과 같
은 색과 점을 가진 물체를 인식하는 로봇의 눈에는 몇 개의 광센서가 필
요할까요?
- 가상의 눈을 그리고 광센서를 이용하여 로봇의 머리에 인식되는 상을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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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보드란 무엇인가요?
브래드보드(breadboard)는 전기회로를 간단히 실험해보기 쉽도록 만들어진 판입니
다. 평편한 빵처럼 생겼다하여 빵판이라는 별칭으로 붙여진 말입니다. 브래드 보드 아
래를 보면 그림처럼 전선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전선에 밧데리를 연결하고 구멍에 저
항이나 전선 그리고 LED를 연결하여 전기를 흐르도록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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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광섬유를 이용하여 눈과 뇌 사이 신호를 연결해보아요.
카메라는 글자나 사람의 얼굴을 찍을 수는 있지만, 글자나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글자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눈에서 찍은 영상을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하기 때
문이지요. 뇌에서는 신경으로 전달된 영상을 해석을 한답니다. 이제 눈과 뇌 사이 신호를
연결해보아요. 이 활동을 통해서 로봇의 눈에서 받은 영상을 어떻게 로봇의 뇌로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요.

미리 만들어 둔 눈 구조물, 백열등, 종이

● 가위를 조심해서 사용해요.

① 눈 구조물 앞에 백열등을 켜고 볼록렌즈로 통해 들어온 광이 광섬유로 전달되는 것을
알아보아요.

② 눈 뒤쪽 안쪽에 흰 종이를 넣고 볼록렌즈를 통해 들어온 상이 맺히는 것을 관찰해보아요.

생체를 닮은 로봇_19

만약 사람의 눈세포와 같이 많은 센서를 가지고 각 센서에 전선이 하나씩
달려있는 로봇이 있다고 생각해보아요. 전선의 지름이 1mm라면 눈세포와
같이 많은 센서를 가진 (약 1.3억개) 전선다발의 굵기는 얼마나 될까요?

가재의 눈은 머리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다양한 동물의 눈의 모양과 위치를
찾아보고 재미있는 눈의 모습이나 구조를 가진 로봇을 디자인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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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로봇과의 만남
-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여보아요 -

휴머로이드 로봇의 구동을 통해 기계가 자극을 감지하고 자극에 반응하여 작동하는 법을 탐구해
보아요.

모습이나 움직임 그리고 생각하는 기능까지 사람을 닮은 휴머로이드 로봇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에는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답니다.
디자인에서부터 과학과 공학적 설계 그리고 전기기술자나 금속기술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두 협동하여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우 정밀한 로봇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주세요.

① 로봇과 리모컨을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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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③ 리모컨을 사용 로봇을 조종해 보아요.

우리가 구동한 휴머로이드 로봇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새로운 휴머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리더가 된다면 어떤 전문분야의 사람들
로 구성된 팀을 만들까요? 디자인에서부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장의 역할로
생각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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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과학자와의 대화
- 로봇은 얼굴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

로봇은 어디까지 왔나요? 로봇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할까요? 등 다양한 질문을 얼굴
인식 로봇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대화와 실험실 탐방을 통해 알아보아요.

활동

1

과학자와의 대화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 과학적 사고와 앞으로의 직
업 그리고 연구하는 자세를 알아보아요.

교재 및 활동지, 연필, 질문이 있으면 미리 적어두었다가 질문해보아요.

● 질문을 하거나 실험실 방문을 하는 동안 질서를 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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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실험실 탐방과 얼굴인식프로그램 구동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직접 구동해 보아요.

● 모든 연구실은 매우 민감한 기계들이 있으므로,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①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실험실을 탐방하고 얼굴인식에 방법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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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탐방 중 흥미로 왔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적어보아요.

실험실 탐방 후 과학적 탐구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과학적탐구
에 필요한 자세에 대해 나의 생각을 적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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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로봇의 모양을 그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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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미래 로봇의 세계를 찾아서
- 산업체 탐방, 나의 꿈 그리고 직업 -

장난감 하나도 혼자서 하기는 어려워요. 진짜 로봇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협동해서 노력해야하
겠지요. 이제 산업체를 탐방하면서 물건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
펴보아요.

동생은 로봇 장난감을 좋아해요. 그러나 어떤 로봇 장난감도 동생이 원하는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 못해요. 로봇은 잘 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동생은 말하지 못하는 로봇을
대신해서 동생은 로봇소리를 내기도 하고 날지 못하는 로봇을 공중에 날리며 상상속의 놀
이에 열중합니다.
동생을 위해 좋은 장난감 로봇을 만들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요. 머릿속에서는 좋은 생각이
있지만, 막상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생각하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외형도 멋있어야 하
지만 만드는 기술도 필요할 것 같아요.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구조물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생각해야하고, 팔을 굽히려면 관절과 같은 구조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양도 근사하면 더
좋을것 같아요. 멋진 로봇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전문분야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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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전자부품연구원 탐방
전자부품연구원은 경기도 성남시 테크노파크에 있는 1991년 창립한 IT분야의 전문생산
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독자적인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에 의존해온 전자부품의 국산화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고 해요. 연구분야는 크게
스마트홈, IT 융합,실감UX, 그린에너지 4 분야랍니다.

교재 및 활동지, 백지, 연필과 색연필

● 단체 활동에서 질서를 지킵니다.
● 선생님과 지도자의 지시에 잘 따릅니다.

① 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② 실제 개발되고 있는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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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협동하여야 합니다.
다음 분야의 사람들이 로봇제작의 어떤 면에 기여할 것인지 적어보아요.

과학(Science) 영역

생

물

물

리

화

학

기술(Technology) 영역

공학(Engineering) 영역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환경공학

예술(Art)과 디자인

수학(Mathmatics)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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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생기면 사라지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로봇기술의 한계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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