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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리찌릿 STEAM 무선전력전송 교실

주제 개요

엉망진창으로 꽂혀있는 플러그를 정리한다고 정리해도 어느 순간에 다시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만다. 더워서 선풍기를 틀려고 해도
전기 코드가 짧을 때도 있고 플러그에 꽂을 곳이 없어서 난감하기도 하다. 이럴 때면‘라디오 전파처럼 무선으로 전기를 받을 수 있
프로그램 명

다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전선 없이는 전기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

찌릿찌릿 STEAM 무선전력전송 교실(초등)

주 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에 필요한 무선충전소를 상상해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가 되어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수업 목표

기”라는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무선전력전송 회로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무선충전소를 제작해

무선전력전송을 이해하고 미래형 충전소를 만들 수 있다.

권장 학년 / 시기
총 수업시수

보게 된다.

6학년 /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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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4차시
●

관련 교과 및 단원

5 ~ 6학년군 / 과학 / 6-2 / 2.전기의 작용
5 ~ 6학년군 / 실과 / 기술의 세계 / 생활과 기술, 생활과 전기·전자
5 ~ 6학년군 / 미술 / 표현 / 주제 표현

내용 목표

·무선전력전송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김을 알 수 있다.
·미래형 무선충전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

과정 목표

·무선전력전송 회로를 완성 할 수 있다.
차시

소주제

주요 내용

관련 교과

·새로운 유형의 무선충전소를 산출물로 표현할 수 있다.
·계획서 작성과 산출물 제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도입

·산출물 제작 의도와 과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가 되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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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전개

·무선충전 이해하기
- 전자석의 원리 알기
- 발전기의 원리 알기
- 무선전력전송 자기유도방식 알기

과학
실과

·무선충전회로 만들기
- 송신부 만들기
- 수신부 만들기

정리

STEAM 과목 요소

●

S :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주위에 생긴 현상을 이용하여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

T :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찾아보고, 기술과 발명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E :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전자 부품의 기능을 이해하고, 간단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

A :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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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단계 요소

상황제시(Co) :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를 전선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미래에는 전선이 사라지고 무선으로 전기를 송전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명찰 만들기

받아 쓸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휴대폰도, TV도 집안 어디에 두더라도 코드 없이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선 충전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선전력전송 회로를 완성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의 꼬마박사가 되
도입

·미래형 충전소를 만들어 봅시다.

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멋진 미래형 무선충전소를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4
/4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계획서 작성하기
-모둠별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의 생활을
상상하여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활용한 충전소 계획하기
전개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계획서를 토대로 무선충전회로와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과학
실과
미술

창의적 설계(CD)

·한국전기연구원의 기능, 역할 등 알기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현재 무선충전 사례 알기

·미래형 무선충전소 상상하기

●

창의적 설계(Cd)

·코일, 건전지, 콘데서, 트랜지스터 등으로 무선충전회로 완성하기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계획서 작성하기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제작하기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꾸미기

감성적 체험(ET)

●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명찰 만들기
정리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발표하기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감상하기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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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4/4 차시

●

제작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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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학습자료(■) 및 유의점(※)

이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연구·진행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 및 사업을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해시킴으로

도입

태를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것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1~2/4 차시
시간

학습자료(■) 및 유의점(※)
전개

한국전기연구원 알기
Co 학습문제제시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가 되어 봅시다.”
Q: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봅시다.
Q: 한국전기연구원은 어떤 곳일까요?
A: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경영목표 및 전략, 위치 등
▶한국전기연구원 홍보동영상 보기
http://www.keri.re.kr/html/kr/sub06/sub06_060501.html
T

도입

■ 프로젝션TV,
PPT(무선충전사례)

A M 계획서 작성하기
문제발견 및 상상하기
Q: 우리 생활에서 무선 충전이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나요?
Q: 앞으로 무선 충전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 있나요?
Q: 미래에는 어떤 형태의 무선충전소가 필요할까요?
CD 계획서 작성하기
모둠별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의 생활을 상상하여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무선충전소 제작 계획서 작성하기

20’

■ 계획서

A M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발표하기
계획서를 토대로 무선충전회로와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40’

■ 무선충전회로, 아이클레이, 우드락,
색지, 가위, 풀, 스티커 등

Co

●

교수 · 학습 활동

10’

S T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과정

E

Co

실제 수업에서는 무선전력전송의 원리 이해나 무선전력전송 회로의 제작과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창의적인 미래형 무선충전소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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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충전 사례 알기
학습문제제시
▶“미래형 무선 충전소를 만들어 봅시다.”
Q: 현재 무선으로 충전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선으로 충전되는 사례 PPT 사진 보기
T

써, 한국전기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전기의 중요성과 활용성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E

S T

15’

CD

■ 프로젝션TV, 인터넷

E

CD

E

ET

E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발표하기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발표하기
Q: 모둠별로 만든 미래형 무선충전회소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봅시다.
S T

E 무선충전 이해하기
전자석의 원리 알기
Q: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A: 자석과 같이 자기장이 생깁니다.
CD 발전기의 원리 알기
Q: 코일에 자석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A: 전기장이 생겨 전류가 흐릅니다.
CD 무선전력전송 자기유도방식 알기
Q: 두가지 현상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A: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무선전력전송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yrJQC_fYyY&list=UUgWrEGYpG2jYfl8A_KIGnQ

정리

S T

CD

전개

15’

: Science 과학, T : Technology 기술, E : Engineering 공학, A : Art 예술, M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
과 경험

■ PPT(전자석,발전기,무선전력전송 원리)
■ 동영상(무선전력전송-한국전기연구원)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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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명찰 만들기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명찰 만들기
Q: 무선충전회로 만들기에 성공하였다면, 한국전기연구원 명예박사 명찰을
만들어 봅시다.

10’

E

평가 영역

■ 무선충전회로 키트(한국전기연구원)
과정평가

평가 기준
지식

무선전력전송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기능

무선전력전송 회로를 완성 할 수 있다.

태도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에 적극 참여한다.

기능

미래형 무선충전소를 만들 수 있다.

정리

태도

계획서 작성과 산출물 제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워크북,네임펜,색연필

기능

미래형 무선충전소의 제작의도가 적절하며,
오류없이 잘 작동하고 산출물의 형태가 창의적이다.

결과평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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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자기평가

동료평가

A

ET

10’

S

무선충전회로 만들기
CD 송신부 부품알기
Q: 송신부에는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나요?
A: 브레드보드, 건전지, 스위치, 코일, 저항, 콘덴서, 트랜지스터 등
Q: 각 부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CD 수신부 부품알기
Q: 수신부에는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나요?
A: 코일, 콘덴서, LED
Q: 각 부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CD 송신부와 수신부를 만들기
Q: 회로도와 안내자료를 보고 송신부와 수신부를 만들어 봅시다.
ET 무선충전회로 작동하기
Q: 송신부와 수신부를 가까이 하여 불을 켜 봅시다.
S T

ET

산출물 평가

산출물 제작 의도와 과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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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릿찌릿 STEAM 무선전력전송 교실 활동안내

교사용 수업자료

>> 학생용 워크북 해설

학생 여러분,
만약 세상에 '전기'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나, 비행기에 탈 수 없으므로 걸어 다니거나, 동물을 이용한 이동 수단을 사용하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맨
몸으로 이겨내야겠죠? 또한 전기레인지나 가스레인지를 쓸 수 없으니 전통 아궁이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 가장

구분

단계

시간

소주제

주요내용

(상황제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를 전선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미래에는 전선이 사라지고 무선으로 전기를 송전 받아 쓸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휴대폰도, TV도 집안 어디에 두더라도 코드 없이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선 충전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선전력전송 회로를 완성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의 꼬마박사가 되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멋진 미래형 무선충전소를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은 어두운 밤을 불빛 하나 없이 맞이해야 한다는 점이겠네요.
이런 전기를 개발 해 준 과학자분들께 감사하며 전기를 절약하여 사용해야겠죠?
도입

상황제시

전선 없이
전기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1부

창의적
설계

80분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전개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가 되어 봅시다.

·무선충전 이해하기
- 전자석의 원리 알기
- 발전기의 원리 알기
- 무선전력전송 자기유도방식 알기
·무선충전회로 만들기
- 송신부 만들기
- 수신부 만들기

엉망진창으로 꽂혀있는 플러그 정리한다고 정리해도 어느 순간에 다시 엉망이 되어 버리고 있어요 더워서 선풍기를 틀
려고 해도 전기 코드가 짧을 때도 있고 플러그에 꽂을 곳이 없어서 난감하기도 하죠~ 아! 이럴 때면 라디오 전파처럼
무선으로 전기를 받을 수 있다면 전기 코드가 없어도 될 텐 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선 없이는 전기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2부

감성적 체험

정리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명찰 만들기

상황제시

도입

·미래형 충전소를 만들어 봅시다.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총 2단계

06

80분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전개

·계획서 작성하기
- 모둠별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의 생활을
상상하여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활용한 충전소
계획하기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 계획서를 토대로 무선충전회로와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정리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발표하기

160분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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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일 자

년

월

일

학교명/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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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장 소
이 름

MISSION

첫번째 미션:
무선전력전송 회로를 완성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의 꼬마박사가 되어봅시다.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봅시다.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자기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였을 때,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전자석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 자기장이 발생해 나침반 바늘이 움직입니다. 전지의 극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 원래대로 가만히 있다. 2) 바늘의 방향이 반대로 된다. 3) 계속 회전한다.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자기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였을 때,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어떤 곳일까요?
TIP

●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eri.re.kr

●

한국전기연구원 홍보동영상 보기 : http://www.keri.re.kr/html/kr/sub06/sub06_060501.html

기관소개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 1976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전력사업, 전기공업 및 전기이용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험
을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통기술과
IT, NT, ET 등을 결합한 첨단 융합기술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독창적인 신기술 개발과 지식기반형 신산업창출의 견인
차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기능 및 역할
●

전력IT 및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기술개발

●

전기기기 기술 개발

●

전기부품·소재 기술 개발

●

전자의료기기 및 전기융합 기술 개발

●

전기기기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

기술정책 수립 지원, 인력양성, 기술지원, 기술사업화 등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원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전자석이란?
소재지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면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자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성주동)

단한 전자석은 철심 주위를 여러 겹 감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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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발전기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코일에 자석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으로 알아봅시다.

TIP

코일 안으로 자석을 집어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코일 속에 자석을 넣으면 자기장이 생기고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유도됩니다.
자기장이 없거나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류가 유도되지 않습니다.

창의융합인재교육(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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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찌릿찌릿 STEAM 무선전력전송 교실

무선전력전송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전자석과 발전기 현상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석과 발전기 현상을 합치면 전선의 연결 없이도 무선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노트북, 휴대폰 등의 전기기기나 전기자동차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겠죠?

급전코일

1차 공명체

2차 공명체

RF

전력

집전코일

부하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전력전송은 전원과 전자기기 사이에 접점없이 전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기유도 방식, 자기공진 방식, 전자기파복사 방식 등이
있다.

무선전력전송 동영상 보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영상보기

발전기란?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FyrJQC_fYyY&list=UU-gWrEGYpG2jYfl8A_KIGnQ
*유튜브 한국전기연구원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user/keriliveon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하는데, 전자기 유도현상이란 변화하는 자기장이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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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무선전력전송 회로를 완성해 봅시다.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하나요? 가위, 니퍼, 롱노우즈, 무선전력전송 키트

창의융합인재교육(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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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전기를 보내는 장치(송신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 송신부 준비물 : 9V 건전지, 건전지 스냅(연결잭), 브레드보드, 코일(지름 6.5cm), 저항 100Ω(갈검갈) 1개, 저항 10KΩ(갈검오) 2개,

마일러 콘덴서 100nF(갈색 104J) 1개, 마일러 콘덴서 150nF(갈색 154J) 2개, 고무캡 2개, NPN트랜지스터 1개, 전선 6cm x 6개, 우드락 5T 판

무선전력전송 키트에는 어떤 부품들이 들어 있나요?

● 조립순서

① 코일을 지름6.5cm가 되도록 100회 감는다.
② 코일의 양끝을 책상위에 놓고 약 2cm 끝단에 에나멜을 사포로 돌려가며 문질러 벗긴다. 그리고 전선을 양끝단에 벗겨진 코일에 고무캡
으로 연결한다.

③ 브레드보드에 NPN 트랜지스터를 살짝 눌러 꽉 끼운다.(g-10, 11, 12 2) 방향주의
④ 저항 100Ω(갈검갈)을 끼운다. (h-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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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⑤ 마일러 콘덴서 150nF(갈색, 154J)을 끼운다. (i-12,16) (j-11,12)
⑥ 전선을 끼운다. (e-10, f-10)

⑪ 코일에 연결된 전선을 끼운다. (e-5, i-11)
⑫ 건전지 스냅(연결잭) 을 끼운다. (빨강+, 검정-)

⑦ 저항 10kΩ(갈검오) 2개를 끼운다. (d-6,10) (c-10,14)
⑧ 마일러 콘덴서 100nF(갈색, 104J)을 끼운다. (b-10,14)
⑨ 스위치를 끼운다. (c-5, 6, 7)
⑩ 전선을 끼운다. (+-5, a-5)(--14,a-14)(d-14,f-16)

⑬ 코일과 브레드보드판을 우드락판 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⑭ 건전지를 끼우고 브레드 보드판 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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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전기를 받는 장치(수신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 수신부 준비물 : 코일(지름 5cm), 2P커넥터/전선(빨,검) 1개, 고휘도 LED 1개, 마일러콘덴서 150nF(갈색,154J) 2개,

창의융합인재교육(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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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⑦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원형우드락 밑부분에 수수깡 다리를 고정한다.
⑧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코일을 고정한다.

고무캡 2개, 비행선 스티커 1장, 비행선 원형 바닥판 1개, 수수깡, 투명반구 1개
● 조립순서

① 코일을 지름5cm가 되도록 100회 감은 후 양쪽 끝을 사포로 벗긴다.
② 마일러콘덴서 150nF(녹색, 154J)을 한쪽씩 연결한다.

⑨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투명반구를 고정한다.
⑩ 송신부와 수신부를 이용하여 LED의 불을 켜 보도록 한다.
③ 콘덴서의 양쪽에 빨간색 전선과 검정색 전선을 각각 연결한다.
④ 콘덴서의 양쪽에 코일을 각각 연결하고 고무캡을 씌운다.

⑤ LED를 커넥터에 연결한다. (LED의 긴다리 + : 빨간색, LED의 짧은 다리 - : 검정색)
⑥ 원형 우드락에 스티커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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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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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되기

송신부와 수신부를 가까이 하면 LED의 불이 켜집니다. 거리를 멀게 그리고 가깝게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실험으로 알아봅시다.

LED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꼬마박사 명찰을 만들어 봅시다.

무선전력전송 회로를 완성하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꼬마박사

무선전력전송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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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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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현재 무선으로 충전되는 물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휴대폰, 태블릿pc, TV, 마우스, 무선충전전기버스 등

MISSION

두 번째 미션: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를 만들어 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우리 생활에서 무선 충전이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나요? 생각해 봅시다,

LG 넥서스4 무선충전기 오브(orb)

무선충전전기버스(OLEV)

미래에는 어떤 형태의 무선충전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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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미래형 무선충전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모둠명

- 2부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를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하나요?

미래형 무선충전소 제작 계획서
학 교

창의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KERI 찌릿찌릿 STEAM 무선전력전송 교실

무선전력전송 키트, 우드락, 칼, 가위, 글루건, 목공용풀, 아이클레이, 수수깡, 테이프, 네임펜, 스티커 등
학 반

모둠원 이름

주 제
그림

설명

역할분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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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KERI 찌릿찌릿 STEAM 무선전력전송 교실

- 2부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창의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KERI 찌릿찌릿 STEAM 무선전력전송 교실

- 2부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를 발표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작품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① 우드락으로 배경틀 만들기

② 무선전력전송 회로 꾸미기

어떤 점이 긍금한가요? 질문해 봅시다.

③ 배경틀에 무선충전소 세우기

024

④ 예쁘게 꾸미기

025

창의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KERI 찌릿찌릿 STEAM 무선전력전송 교실

- 2부 나만의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

MEMO

수업을 돌아보며...
평가방법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노력요함

나는 무선전력전송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나는 무선전력전송 회로를 완성 할 수 있나요?

나는 미래형 무선충전소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였나요?

다른 친구들은 미래형 무선충전소를 잘
만들었나요?
친구들은
어땠나요?
다른 친구들은 잘 도와주었나요?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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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교사 지도자료(무선전력전송교실)

03
●

무선전력전송 기술 동향

무선전력전송은 전원과 전자기기 사이에 접점 없이 전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도 방식, 자기유도 방식, 자기공진유도 방식,
전자기파 방식,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고 있으며, 광학 방식, 초음파 방식도 연구되고 있지만 효율이 낮아 특수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무선전력전송
01
●

무선전력전송기술이란?

무선전송[raldio transmission, 無線傳送]
- 빛이나 적외선 이외의 전자파 방사에 의한 신호 전송

02

무선전력전송의 개요

“무선전력전송기술은 전선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기술 상위 20%의 하나이다.

●
●

ICT, 가전, 로봇, 의료, 레저, 자동차, 철도, 우주발전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전 분야에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요즘은 핸드폰 충전 방식을 놓고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무선전력전송 기술 동향 ]

●

자기유도방식 :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고전압을 얻는 장치

- 1차 코일로 전자석을 만들고, 그 주위에 2차 코일을 감은 다음, 1차 코일에 전류를 단속하면 2차 코일에 높은 전압을 얻는다.
- 무선 전력 전송 방식 중에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로, 효율이 90%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큰 전력을 충전할 때 유용하다.
- 충전 패드에 접촉한 상태로 1:1 충전을 해야 하며, 전송거리가 수cm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수요예상분야 ]
●

- 휴대폰, 믹서기, 전동칫솔, 전기 밥솥, 노트북 등에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전원공금 시스템 변압기의 1,2차 코일을 공간적으로 이격시켜 무선전송을 구현하며, 전파를 이용한 공간상의
무선전력전송이 타 통신에의 간섭, 인체와 전자기기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자기유도방식의 사례 ]
028

029

●

자기공명방식 : 송신 코일에 일정한 자기장을 유도하고 수신 코일과 공진시키는 장치
●

- 두 개의 소리 굽쇠가 서로 공명하여 소리를 내는 것처럼, 두 개의 구리 코일을 자장에서 공명하도록 파장을 맞춰 전력을 전송한다.

타코마 다리
940년,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길었던 현수교인 미국의 타코마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

- 비접촉 상태로 1대 다수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기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도 원거리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사고 조사에 파견된 조사단이 밝혀낸 타코마 다리의 붕괴 원인은 공진현상이었다. 사고 당시

- 충전효율이 40%~60%로 비교적 낮다는 단점이 있다.

바람이 타코마 다리와 부딪히며 진동을 일으켰고, 이 진동이 점차 커지면서 공진현상으로 확산된

- 휴대폰, TV, 가전기기,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다.

것이다.

●

그네뛰기
우리 전통그네를 보면 정말 간이 콩알 만해질 정도의 높이로 그네를 뛰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오르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바로 그네 뛰는 사람이 그네의 고유진동수에 맞추어서
발을 구르기 때문이다. 그네 뛰는 사람이 그네를 공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전자렌지의 원리
전자렌지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공명시키는 것이다. 즉, 물의 고유진동수와 같은 주파

[ 자기유도방식의 사례 ]

수의 전자파(2,450MHz)를 쏘아서 물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물은 진동을 하다가 열을 받게 되고

공명현상
01

그 열로 음식이 데워지는 것이다. 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에는 고유진동수라는 것이 있다.
<고유진동수: 어떤 물질에 충격을 줬을 때, 그 물질이 진동하는 속도>

공명(共鳴 : resonance)이란?
●

자기공명영상 (MRI)

●

진동계가 그 고유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外力)을 주기적으로 받아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

핵자기공명 현상을 의학적인 분야에 응용한 장치가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인 MRI다. 이것은 X선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의 단면 사진

●

소리[音]나 보통의 역학적 진동, 전기적 진동 등 모든 진동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중에서 전기적 ·기계적 공명일 때는

을 찍는 장치인데 X선 단층 촬영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다. 인체의 대부분은 물（H2O）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 검사를 하고 있는

공진(共振)이라고도 한다.

사람의 몸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몸 안에 있는 수소 원자는 공명 현상에 의해 외부의 전자기파로부터 특정 진동수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공명은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진동수가 진동체의 고유진동수에 따라 커지고, 양쪽 진동수가 일치할 때 진폭이 최대로

흡수된 에너지가 다시 낮은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은 질병을 가진 세포에 따라서 다르므로 질병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되는 일을 말한다.

것은 방사선을 쓰지 않고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사용하므로 인체 세포에 거의 무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

진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양쪽 진동수가 같으면 공명에 의해서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기 쉽게 된다.

02

공명과 관련된 예

●

무선충전 시스템

무선 충전 기술을 장착한 제품은 1~2미터 거리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자기공진방식을 채택하고 일정
●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충전할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개의 단말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장

소리로 유리잔 깨기

점이 있습니다.

●

유리잔을 젓가락으로 때리면 소리가 난다. 이것이 유리잔의 진동이다. 즉 가만히 있던 유리잔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본래상태로 돌
아가기 위해 진동한다. 똑같은 유리잔을 때리면 항상 같은 소리가 난다. 그 이유는 유리잔의 고유 진동수가 있기 때문이다. 소리로 유
리잔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유리잔의 진동수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유리잔을 막대기로 쳐 소리를 낸 다음 주파수를 찾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소리의 지속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보통의 실험 장비로는 찾기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 유리잔 둘레에 적당히
물을 묻힌 후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것이다. 삐～～～～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소리의 진동수가 잔의 진동수다. 이 소리의 진동
수와 똑같은 음을 유리잔 앞에서 내보내면 고유진동에 의해서 잔이 깨지게 된다.
030

030

그 밖의 공명현상들

- 진동수가 같은 소리굽쇠[音叉]를 접근시켜 한쪽을 때리면 거기에 따라 다른 쪽 소리굽쇠도 울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공기를 매체(媒體)로 해서 일어나는 소리굽쇠의 공명현상이다.
- 공명상자에서 소리가 강해지고, 동조회로(同調回路)로 특정한 파장의 전파(電波)를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공명에 의한 것이다.
- 고층건물 ·교량 ·기다란 회전체 등에서 공진이 일어나면 큰 이상진동(異常振動)이 생겨 파괴되는 수도 있다.
031
031

리니어모터
01

리니어모터란?

02

직선전동기(리니어모타)의 원리

직선운동을 하는 전동기를 말한다.

02

저항 읽는 방법

저항값 읽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1차 코일을 고정시키고, 2차 코일을 회전시키는 일반전동기와는 구조적으로 다르지만, 직선형전동기는 회전형 전동기의 회전자측과 고
정자측을 각각 반지름 방향으로 잘라서 평판(平板) 모양으로 전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지름이 무한대인 회전형 전동기의 원
주방향의 일부분을 잘라 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직선형전동기도 원리적으로는 회전형 전동기와 다를 바가
없다.

03
03

저항기의 종류

리니어모터의 특징
●

리니어모터는 직선운동을 하는 전동기로서 원리는 유도전동기

와 같다. 다만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를 평면 배치한 것이다. 리
니어모터는 직선운동이 간단히 얻어지고 고장 보수가 용이하므
로 커튼, 레일도어 등에 사용되고 있다.
●

리니어 모터는 일반 회전형 모터에 비해 직선 구동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특유의 장점이 있으므로 직선 구동력이 필요한 시스
템에서 회전형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

●

정 저항기 : 저항값이 일정하며 저항기의 값은 글자 또는 색띠로 표시한다.
(+), (-)극성이 없으므로 어느 방향으로 연결해도 된다.

리니어 모터를 응용하는 경우는 직선형의 구동력을 직접 발생시키므로 기계적인 변환장치가 전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구조가 복

잡하지 않으며, 에너지 손실이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고 운전 속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특유의 이점이 있게

●

가변 저항기 : 저항값을 변화 시킬 수 있으며 볼륨(Volume)이라고도 한다

한다.

저항 (저항기)
01
●

저항(저항기)이란?

전기 저항(電氣抵抗, electrical resistance) 또는 저항 :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물체에 흐르는 단위 전류가 가지는 전압이다.
●

저항기(抵抗器, resistor)는 저항 성질을 띠는 회로 소자이다.

04
●

옴의 법칙

독일의 물리학자로서, 뮌헨 대학 교수를 지냈다. 옴의 법칙을 풀이한 논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그의 주저서인 [갈바니 회로]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그의 연구는 현재의 전기 이론
과 그 응용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 학자들에게는 함수 관계를 이끌어내는 실험이나
연역적 수학 이론이 이해되지 못하여 쾰른의 교직에서조차 물러났다. 그의 업적은 뒤늦게
인정을 받아 1841년 영국 학계최고의 영예인 코프리 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학
회에서도 그를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1849년에는 뮌헨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1854년 세
상을 떠났다. 전기 저항을 나타내는 물리 단위인 옴(Ω)은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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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의 법칙 :

02

옴의 법칙이란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그 회로에 가해진 전압에 정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법칙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

- 전압(V): 전위차,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하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단위 전하 당 에너지의 비율 [V]

이미터와 베이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을 걸고,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 전압을 걸면 가운데의 매우 얇은 베이스를 통해 이

- 전류(I) : 전하의 흐름의 비율, 전기적 흐름 [A]

미터에서 베이스로 이동하던 대다수의 양공이 컬렉터 쪽으로 확산됨. 컬렉터로 확산된 양공과 Vcb 의 (-)단자에서 공급되는 전자가

- 저항(R):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Ω]

계속 결합함

●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성질

이미터(E)와 베이스(B) 사이에 순방향 전압, 컬렉터(C)와 베이스(B) 사이에 역방향 전압을 걸고, 이미터(E)와 베이스(B) 사이의 전
물과 비교한 옴의 법칙 프로그램

트랜지스터

압을 조절하면 컬렉터(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음

03
●

트랜지스터의 이용

증폭 작용

- 컬렉터로 확산되는 양공의 양은 Vbc 의 미세한 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Vbc 의 미세한 변화가 Ic 의 커다란 변화로 나타남

01

트랜지스터란?

●

스위치 작용

- 증폭 기능을 극대화하면 Vbc 가 정해진 값 이하일 때에는 Ic 가 0이 되도록 하고, 정해진 값 이상일 때에는 다량의 Ic 를 얻을 수 있음
●

트랜지스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p-n-p 또는 n-p-n의 순서로 붙여 놓은 전기 소자

04
●

읽기 자료 (트랜지스터의 역사)

우리 일상 생활에서 깊숙히 파고든 트랜지스터. 거의 대부분의 전자장비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이 부품의 공식 호적등록일은 1947

년 12월 23일이다. 올해로 60회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라디오, 텔레비젼, 컴퓨터, 휴대폰 등 트랜지스터는 현재 전자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집적회로 기술과 맞물려서 사실상 전자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Transistor
●

트랜지스터, 가능한 수행 동작들 : amplification, switching, voltage regulation, signal modulation, and oscillators. 부피, 발열 문

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결국, 진공관을 대체하게 된다. 1946년 개발된 컴퓨터 에니악은 약 18,000개의 진공관을 사용하였다.
●

●

트랜지스터의 구조

이미터(E), 베이스(B), 컬렉터(C)의 세 단자가 있음

처음 만들어진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저메늄을 활용하여 트랜지스터를 제작했다. 1958년 다이오드, 트랜지

스터, 저항, 캐패시터를 하나의 칩 속에 집어넣는 집적회로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이 공로로 킬비 박사는
200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http://en.wikipedia.org/wiki/Jack_Kilby
●

발명자: William Shockley, John Bardeen and Walter Brattain (195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여기서 바딘 박사는 초전도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하다. 1956, 1972 두 번에 걸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 유명한 BCS
이론이라는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한편, 한국인 강대원 박사는 모스펫을 발명하여 인류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실질적으로 대량생산 가능한 트랜지스터 개발. cf.

http://incredible.egloos.com/3525477
한국사람이 그 개발과정에도 큰 공을 세운것을 고려하면, 열매를 거둬들이는 2007년 트랜지스터의 환갑잔치에 그나마 말석 자리라도
한국이 차지하게된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본다.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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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01

코일이란?

03

전자석

도선을 감은 것을 일반적으로 코일이라 한다.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속을 발생하고, 전자 유도나 전자력의 작용을 촉진한다.

1) 전자석 : 다음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속에 쇠못을 넣어 주면 쇠못은 가까이에 있

또, 인덕턴스를 가지므로 콘덴서와 조합시키면 한 주파수에서 공진 특성을 나타낸다. 계기,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등, 또 고주파의

는 쇳조각을 끌어당긴다. 이것은 쇠못이 자석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동조 회로나 필터 등에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코일 [coil]

만든 자석을 전자석 이라고 한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을 띠고, 전류가

●

02
●

흐르지 않을 때에는 자석의 성질을 띠지 않는다.

전자기 유도 법칙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2) 전자석의 극 : 전자석의 한쪽 끝에 나침반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자침의 N극이 끌리면 전자석의 그 끝은 S극이고, 반대쪽은 N극이

1)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원형 도선의 각 부분을 직선 도선으로 생각하였을 때 각 직선 도선에 생기는 자기력선이 합쳐진 것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도 도선의 각 부분에는 오른나사의 법칙이 성립한다. 다음 그림은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를

다. 전자석의 자극은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손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아쥐었을 때 엄
지손가락이 향하는 쪽이 N극이다.

때에 그 주위에 나타나는 자기장의 모양이다.

① 원형 도선 안쪽의 자기장은 밖의 자기장보다 강하다.
② 원형 도선 안쪽의 자기장의 방향은 원의 면에 대하여 수직이 된다.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

[전자석의 N극과 S극]

2) 코일 주위의 자기장
① 쇳가루의 모양 :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 유리판에 쇳가루를 고루 뿌려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막

3) 코일과 전자석의 자기력선 : 속이 빈 코일과 코일에 쇠막대를 넣었을 때의 자기력선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쇠막대를 넣은 코

대 자석 주위에 생긴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의 자기력선이 더 많다. 따라서, 코일 속에 쇠막대를 넣으면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

[코일과 전자석의 자기력선]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모양과 방향]

② 자기장의 방향 : 직선 전류의 경우와는 반대로 오른손의 네 손가락의 끝이 전류의 방향을 향하도록 코일을 감아쥔 다음 엄지

4) 전자석의 성질

손가락을 뻗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의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한쪽 끝(N극)에

① 전자석은 영구 자석과는 달리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이 되며, 전류가 끊어지면 자석의 성질을 잃는다.

서 나와서 다른 한쪽(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② 전자석은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감은 수가 많을수록 강한 자석이 된다.
③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반대로 바뀐다.

5) 전자석의 이용 : 전자석은 초인종, 전화기, 전신기, 기중기, 자동문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또 강력한 전자석은 폐품 처리에 이
용되기도 한다. 한편, 최첨단 과학 연구에 쓰이는 강력한 자석이나 로봇 또는 자동화 장치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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