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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Smart Ring
NFC

황새

만들기

의

초등 5-6

황새 Smart Ring의
NFC 만들기

학습목표
내용

황새의 특징과 복원과정 및 NFC를 이해하고 픽슬러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과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활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활동 안내
상황제시

황새 Smart Ring 만들기를 위한 적절한 상황 제시하기
복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정의적인 동기 유발하기

창의적 설계

황새 발에 채워줄 Smart Ring 디자인 상상하여 표현하기
픽슬러를 활용하여 NFC에 들어갈 페이지 구성하기

감성적 체험

다른 친구들이 만든 Smart Ring 작품 감상하기
Smart Ring 만들기를 통한 황새와 친숙해지기
살펴보기

차시별 지도 학습 활동 내용 및 STEAM 활동 내용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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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단계
도

1/4

2/4

3/4

4/4

입

학습 활동 내용

학습활동

황새생태연구원 방문 체험하기

마 무 리
도

입

STEAM

자연현상 자료 제시하기

S

T E

STEAM 활동 내용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하기

T E m

황새 관찰 및 Smart Ring 구상하기

황새의 모습과 특징 정리하기

S A

황새의 모습과 특징을 탐구·발표하기

Smart Ring의 필요성 알아보기

A T

Smart Ring 디자인 방법 알아보기

S

학습활동

NFC 이해 및 디자인하기

마 무 리

스마트 기기로 소감 발표하기

도

입

Smart Ring 상황제시하기

A

학습활동

픽슬러 이해하고 활용하기

T E A

마 무 리

디자인한 Smart Ring 감상하기

도

Smart Ring과 NFC 연결하기

A T E

디자인한 Smart Ring 인쇄하기

학습활동

NFC에 내용 작성하고 입력하기

A T E

NFC스티커에 내용 입력하고 완성하기

마 무 리

친구들의 작품 감상하기

A T E

Smart Ring 작품 감상하고 공유하기

입

T

S A

NFC작동원리 및 Smart Ring디자인하기

S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생들이 발표하기

T

T

황새의 특징을 생각하며 디자인하기
S

픽슬러를 활용하여 Smart Ring 꾸미기
황새다리 작품을 서로 감상하기

차시별 교수·학습 활동 도움자료 및 활동지
①차시

도움자료

황새는 다 어디로 갔을까?
도움자료 1

스마트 시대! 『Smart Ring』 을 알아보자

1.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스마트 시대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스마트 시대의 대표적인 디바이스(Device)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도래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라고 불리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등과 같이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닌 착용하고 다니는 스마트 기기를 일컫는 말이다.
Wearable
Device 종류

지원되는 기능

대표적인 기기

시계

스마트폰 연동(음성통화, 문자확인), 블루투스, NFC 등

갤럭시 기어, 스마트워치

안경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및 재생, 네비게이션 기능 등

구글 글래스

반지

명함 전송, 블루투스, NFC 등

갈라링 G1

2. 스마트 링(Smart Ring)
스마트 링(Smart Ring)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의
하나의 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는 그 기능이 점점
많아지면서 현재 스마트 링(Smart Ring)의 기능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현재 암호칩을 내장
하여 개인용 열쇠 혹은 비즈니스 카드로 사용가능하며 연락처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손쉽게
전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대중교통 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스마트 링(Smart Ring)들은 점점 그 사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주

소

황새생태연구원에 대해 알아보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자연과학관 110호 황새생태연구원

연 락 처

043-230-3391

홈페이지

https://www.stork.or.kr

기

1.
2.
3.
4.
5.

능

황새의 복원, 보존 및 야생 복귀를 위한 활동 및 연구활동
생태계 및 황새 서식지 복원에 대한 연구
천연기념물의 보전을 위한 생태 연구
생태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활동
그 밖에 황새 복원, 보존 및 야생 복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황새 Smart Ring의 NFC 만들기

도움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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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 학생활동 워크북

①차시

활동지

황새는 다 어디로 갔을까?
황새생태연구원 방문하여
황새의 정보를 다양한 조사해 봅시다.

(

)학년

(

이름 :

황새생태연구원 방문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해 봅시다.
구 분

내 용
▶

황새에 대한
궁금한 점

▶
▶
▶

방문 일시

사전 조사 내용
(황새의 특징, 서식지, 먹이 등)

황새생태연구원을 방문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봅시다.
구 분

내 용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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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Ring에
담고 싶은 정보
(음성, 영상, 문자 등)

황새생태연구원을 설립하고 황새를 복원해야 하는 까닭을 적어 봅시다.

)반

②차시

스마트 세상 속 황새
도움자료 1

도움자료

근거리 무선통신(Short-range Wireless Communication)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접촉하지 않은 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근거리 무선통신’이
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은 현재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쓰이고 있으며 손을 쓰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정보기기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등 기능이 제한적이었으나 이와 관련된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접촉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비접촉식 결재 분야로 쓰임새가 넓어
졌다. 이러한 여러 형태 중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래 표와 같다.
종 류

특 징

블루투스(Bluetooth)

ISM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으로, 전파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
을 필요가 없어 저전력의 전파를 발산하며 이 대역을 사용한다.

와이파이(WiFi)

기본적으로 근거리 네트워크 방식인 랜을 무선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거리에 제한이
있다. AP 및 단말기의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가정용 제품의 경우 20
~ 30미터 이내, 기업용 제품의 경우 100 ~ 200미터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그비

지그비는 휴대전화나 무선LAN의 개념으로, 기존의 기술과 다른 특징은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량의 정보를 소통시킨다.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NFC란 10cm 내외의 근거리에서 기기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일반적인 금융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간 데이터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ㆍ동물ㆍ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을 지칭하며, 그 활용 범위가 넓어져 유통분야뿐 아니라, 동물 추적장치, 자동차
안전장치, 개인 출입 및 접근 허가장치, 전자요금 징수 장치, 생산관리 등 여러 분야
로 활용되고 있다.

Pixlr(픽슬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사진을 찍고 예쁘게 편집하는 것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APP)들이 있다. PC가 주로 사용되던 때에는 일반적으로 어도비(Adobe)사
에서 만든 포토샵(PhotoShop)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요즘은 대용량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양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이미지
들을 편집하기 원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오게 된 온라인 그래픽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바로 픽슬러(Pixlr)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포토샵(PhotoShop)과 비슷하며 포토샵(PhotoShop)보다 더 간단하게
이미지를 다룰 수 있고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디자인 및 이미지를 다루는 수업에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면 픽슬러 익스프레스(Pixlr Express)를 스마트 기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면 손쉽게 사진을 편집하여 예쁘고 멋있는 나만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
웹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인터넷 상의 포털사이트에 ‘픽슬러’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http://pixlr.com/editor

황새 Smart Ring의 NFC 만들기

도움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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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차시

활동지

스마트 세상 속 황새
근거리 무선통신 이해 및
나만의 Smart Ring을 구안해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우리

주변에 사용되는 근거리 무선통신의 종류와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예를 적어
봅시다.
근거리 무선
통신의 종류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예
▶
▶
▶

▶
▶
▶

▶
▶
▶

자신이

만들 Smart Ring의 구상도와 NFC에 담을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
해 봅시다.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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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Ring 구상도

NFC에 담을 정보
사진

동영상

음성

문자

③차시

내가 바로 Smart Ring Designer!
도움자료 1

도움자료

픽슬러(Pixlr)를 사용해 보아요

http://pixlr.com/editor

픽슬러에(Pixlr)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창이 열리며 4가지의
방법으로 이미지열기를 할 수 있다.

활용 Tip

새 이미지를 생성한다. 어도브(Adob e)사의 포토샵
(Photoshop)프로그램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제작되어
도구들의 사용방법을 익혀 둔다.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방법!!
상단의 메뉴에 【Language】를 클릭하면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하위 메뉴가 나타난다.
맨 아래 【한국어-Korea】를 선택하면 메뉴의 모든 언어가 한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픽슬러(Pixlr)를 활용한 황새 다리 예시자료

한국황새생태연구원 홈페이지 이미지 편집 활용

황새 Smart Ring의 NFC 만들기

활용 Ti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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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차시

활동지

내가 바로 Smart Ring Designer!
픽슬러(Pixlr)의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자신이 디자인한 Smart Ring에 들어갈 문구를 10자 내외로 표현해 봅시다.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한 픽슬러(Pixlr)의 도구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픽슬러(Pixlr)
도구상자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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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기능 및 활용방법

④차시

도움자료

황새에게 주는 선물
도움자료 1

NFC 스티커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아요

‘근거리 통신’이라는 뜻을 가진 NFC(Near Field Communication)의
장점은 RFID와 달리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설정한 것들을 물리적으로 갖다 대기만 해도 빠른 시간 안에 그 역할을
끝낼 수 있고 한 쪽에 전원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NFC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NFC 태그 스티커이다. 이 스
티커는 메모리가 내장된 NFC 칩과 코일로 이루어져있으며 NFC 태그에 저장된 설정이나 정보가
스마트폰 등으로 읽혀지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각종 설정 변경이나 특정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NFC 태그 스티커 활용 방법

활용 Tip
구 분

활용 방법

스마트 기기의 설정 변경

·알람설정 : 특정시간이나 특정 시간 후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다.
·WiFi설정 : 무선공유기 접속 비밀번호를 넣어두고 자동으로 접속이 가능
하도록 한다.(집에 손님이 올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

특정 정보의 기록 및 출력

·NFC태그 내에 웹사이트 주소, 명함, 메시지 등을 넣어두고 활용할 수 있
으며 QR코드에 비해 더욱 간단하고, 일회성이 아닌 변경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어플의 실행

·특정 위치에서 자주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음악프로그램 등 어플리케이션
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

도움자료 2

NFC 스티커 사용방법을 알아보아요

Play스토어에 “NFC”라고 입력
하면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
오는데 기능이나 실행면에서
안정적이며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NFC 작업 실행기”,
“NFC 스마트 Q”가 활용하기에
편리한 것 같다.
① 스마트 기기의
설정 변경하기

② NFC 어플리케이션
설치

③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하여 태그 작성하고
스티커에 정보 담기

황새 Smart Ring의 NFC 만들기

NFC 어플리케이션들은 구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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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차시

활동지

황새에게 주는 선물
Smart Ring을 완성하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자신이

만든 Smart Ring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구 분

내

용

Smart Ring을
만들게 된 동기

Smart Ring에
담은 황새의 정보

Smart Ring의
활용 방법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듣고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Smart Ring의 장점과
특징을 적어 봅시다.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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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이름 :
장점 :

특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