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오토마타 디자이너
‘레알 아름다우리’
디자인전문가 체험하기

초등 5~6학년용
교사용 지도서

오토마타 디자이너 ‘레알 아름다우리’

◎ 지도계획 총괄표
차시

차시명

주요 학습 활동

준비물

STEAM
요소

1

디자이너가
되어서

1) 디자이너 직업에 대한 이해(10분)
2) 디자인의 종류 알기(15분)
3) 인형극 배경 설정하기(15분)

활동지, 참고자료

S
T
E

2

오토마타의
정의와
작동원리
알기

1) 오토마타 알아보기(5분)
2) 오토마타 구성의 작동원리
알기(10분)
3) 크랭크와 기어장치 만들기(25분)

활동지,
창의발명키트오토마타만들기
기본키트 준비물

S
T
E
M

인형극
준비하기

1) 인형극의 제목정하기(5분)
2) 인형극의 역할 정하기(10분)
3) 인형극의 내용 만들기(10분)
4) 나만의 오토마타 인형
설명하기(15분)

활동지

S
T
E
A
M

인형극
발표하기

1) 인형 만들기(10분)
2) 인형극을 위한 포스터 만들기(10분)
3) 인형극 발표하기(20분)

활동지, 사인펜,
두꺼운 종이,
종이테이프,
가위

S
T
E
A
M

디자인
등록하기

1) 인형극 주인공들의 디자인 특징
파악하기(15분)
2) 디자인 보호법 알아보기(5분)
3) 디자인 등록하기(10분)
4) 디자인 등록증 발급받기(10분)

활동지,
디자인등록절차
프리젠테이션자료,
디자인등록증

S
T
E
A
M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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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6

◎ 지도 및 평가계획
구분

주요내용

학습주제

학생들이 대기업의 디자이너로 입사했다는 상황을 제시하며, 전문적인 기술 외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한다는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다.
교육 장소는 아프리카 마을 ‘오토마타키지지’다. 부족장인 라피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을사람들이 슬픔에 빠진다. 학생들은 자신이 디자인한 오토마타를
이용한 인형극을 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 한다.
오토마타를 이루는 다양한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디자인한 인형으로
인형극을 한다. 인형극에 사용한 인형들로 디자인 등록절차에 대해 학습하고,
디자인등록증을 발급받는 활동을 한다.

학습목표

- 디자이너가 하는 일을 말 할 수 있다.
- 디자인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 오토마타의 정의를 알 수 있다,
- 오토마타의 기초적인 기계의 움직임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다.
- 공연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알 수 있다.
- 대본을 작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공연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나만의 오토마타의 인형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오토마타 인형극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
-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 말 할 수 있다.

STEAM
과목요소

○ S : 오토마타의 기계요소를 알기
크랭크 장치의 직선운동 원리와 기어장치의 톱니회전 수의 관계 알기
○ T / E : 오토마타의 기계요소로 작동하게 만들기
오토마타 창의 발명키트를 이용하여 만들기
○ A： 나만의 오토마타 인형 디자인하기
인형극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 그리기
○ M： 오토마타 기계요소에 따른 움직이는 방향과 횟수 알기

STEAM
단계요소

상황제시

- 대기업의 디자이너라는 상황 이해하기
- 오토마타키지지 족장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역할극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기
- 오토마타 구성의 기본 원리 알기

창의적
설계

- 오토마타 구성의 기계 장치를 움직이게 만들기
- 마을 사람들을 위한 역할극 내용 만들기
- 마음 사람들을 위한 역할극 포스터 만들기
- 마을 사람들을 위한 오토마타 인형 만들기

감성적
체험

- 모둠별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오토마타 인형극 보여주기
- 친구들이 만든 인형을 감상하고 특징 파악하기
- 내가 만든 인형의 디자인등록증 발급받기

평가계획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오토마타의 기계요소와 작동원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인형극의 스토리를 구성하여 잘 발표할 수 있다
-내가 구상한 인형을 디자인하고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다,
-친구들이 만든 인형의 디지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인형의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
교육과정

미술 6-2 8단원 디자인과 생활
미술 6-1 3단원 시각문화 환경과 미술
과학 6-2 3단원 에너지와 도구
과학 5-2 3단원 물체의 속력
수학 5-2 3단원 도형의 대칭
수학 5-1 6단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국어 5-1 7단원 상상의 날개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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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타 디자이너 ‘레알 아름다우리’

TIP

●수
 업을 하기 전에 자신의 캐릭터(또는 각자 생각하는 레알 아름다우리의
모습)를 만들게 함으로써 동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이 디자이너라는
소속감과 동시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캐
 릭터의 모습을 그릴 때 학생들에게 눈코입 하나씩 생김새가 어떤지를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각자 그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이너의
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라고 묻고 “아마 콧대가 높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각자 생각한 대로 그려서 나중에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그림 예시 : 같은 그림이라도 앞모습,
옆모습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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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6

TIP

차시별 주요활동을 통해 본 과정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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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타 디자이너 ‘레알 아름다우리’

TIP

●직
 업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고 그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워크북에 배치한 사진을 보고, 우리 주변
생활 속에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과 종류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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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6

디자인이란?

디자인이란? (디자인 정의)
디자인은 라틴어인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온 말이에요. 표현하다, 지시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주어진 어떤 목적을
표현해서 나타내는 의장이나 도안을 말한답니다.
디자인이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의 재료, 구조, 기능,
아름다움, 조화를 고려하여 고안, 설계, 계획되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용적 미적조형을 계획하고 이것을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들의 정신을 높이고 기쁨을 주는 동시에 시각적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목적
디자인은 기능과
디자인된 제품은
그러나 디자인은
에는 아름답지만
따라서 디자인은

아름다움이 통합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용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실용성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기
사용하기에 불편한 경우처럼 아름다움만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능과 아름다움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기술적 과정입니다.

디자인의 중요성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해 특별한 가치를 창조해 주는 활동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필수 생활용품이나 기능만을 고려하여
제품을 고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보기 좋게 디자인된 제품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제품과 함께 그 제품의 소장가치를 함께
구입하는 것입니다. 즉 디자인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반면,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에 따라 제품의 가치가 달라지며,
차별화된 매력을 갖춘 제품만이 살아 남게 됩니다. 이는 곧 제품의 이미지나
기업의 이미지에 디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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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타 디자이너 ‘레알 아름다우리’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이란?

독일 산업 디자인의 대부 ‘디터 람스’의 좋은 디자인 10계명
1.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2.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
3. 좋은 디자인은 아름답다.
4.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5. 좋은 디자인은 정직하다.
6. 좋은 디자인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는다.
7. 좋은 디자인은 오래 지속된다.
8.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하다.
9. 좋은 디자인은 환경 친화적이다.
10. 좋은 디자인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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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6

디자인 종류

사전적 의미를 담기에는 디자인은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답니다. 디자인은 용도와 내용 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시각정보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視覺信息設計, visual information design)은 의사전달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시키는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목표로 한다.
시각정보디자인의 방향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새로운 조형언어를 활용한
디자인의 심화와 효율화로 압축할 수 있다. 시각언어는 단어, 이미지 그리고
형태들을 하나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합 조성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
(2)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은 공업디자인이라고도 한다. 사용자와 디자이너가 매우 밀접한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영역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와 요구에 의해
형성된 디자인의 영역이다. 산업디자인은 인간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제품과 생산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창조적 활동이다.
산업디자인은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은 물론 공학·미학·철학·심리학 및 예술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된 총체적 창조활동이다.
(3) 텍스타일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布料设计, textile design)은 직물이나 직물 원료의 조성과 관련된
디자인이며, 디자인의 요소를 이용하여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 패턴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디자인
환경디자인(环境设计, environmental design)이란 인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을 의미한다. 환경디자인은 정보전달환경의
확장과 산업화의 확장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가 중시되면서부터 일반화되었으며,
건축의 영역과 실내환경의 조성, 그 디자인을 지칭하는 경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속설비인 자연환경의 도입인 정원, 공원, 또한 인공적 환경인 도로, 광장 등과
연계되는 외부 환경디자인을 총칭한다.
<출처: 학문명백과-예술체육, 조명식 교수,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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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타 디자이너 ‘레알 아름다우리’

TIP

●오
 토마타 제작과 이를 이용한 디자인 실습을 하기 위한 상황제시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 이야기를 시작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상상하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상황을 주고 각자 마을을 상상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프리카 말 - 스와힐리어
아프리카를 예로 들면서 몇 가지 아프리카 말을 배워 보는 것도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요소가 됩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많은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는
‘스와힐리어’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 Jambo(잠보)
●만나서 반갑습니다 → Nafurahi kukuona(나푸라히 쿠쿠오나)
●고맙습니다 → Asante(아산테)
●사랑해요 → Ninapenda(니나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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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오
 토마타를 만들기 전에 정의를 이해하고 원리를 배웁니다.
오토마타란 사람이 지속적으로 작동을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로봇을
말합니다. 간단한 기계장치를 써서 움직이는 장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어, 캠, 크랭크 같은
장치를 사용해서 운동하는 방향이나 속도 등을 조절합니다.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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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타란?

오토마타의 역사
시대

발명가

기계의 이름

기계의 역할

고대그리스시대
(기원전 2~3세기)

과학자
크테시비우스와
헤론

클렙시드라
(clepsydra)

자동물시계 - 톱니바퀴와
펌프장치를 활용한 기계로
기계장치에 부착된 인형이
움직이면서 시간을 가리킴

중세시대
(13세기)

알 자자리

코끼리시계

캠(Cam)과 크랭크(Crank)를
활용한 물시계

18세기

보캉송

기계장치오리

각종 기계요소를 활용 음식을
소화하는 오리장치(실제로
음식을 소화하지는 못함)

현대

알렉산더 칼더
(Alexander
Calder)

서커스

철사, 나무조각, 헝겊 등으로
만든 인형으로 작은 무대에서
<서커스(Circus)>라는 제목의
인형놀이 공연 실시

우리나라 최초의 오토마타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오토마타의 역사가 있다. 바로 조선 세종 16년(1434년) 장영실에 의해
제작된 자동물시계 자격루(自擊漏)이다. 자격루는 자동시보장치가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오토마타 물시계로 기계장치와 연결된 12지신(토끼, 호랑이, 원숭이, 돼지 등 시간과 방위를
상징하는 12가지 동물) 나무 인형이 낮과 밤의 구별 없이 시간을 알리도록 고안된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첨단 발명품이었다. 또한 자격루는 삼국시대 이래 전래되어온 우리 고유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송나라의 물시계와 이슬람의 물시계를 비교하면서 새롭게 창안된
자동물시계였으며, 이어 1438년 장영실은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혼천의(渾天儀)를 결합한 또
하나의 자동물시계 옥루(玉淚)를 만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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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타란?

오토마타 구성의 작동원리
● 크랭크 : 회전운동을 왕복운동이나 반대로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전거 페달이 대표적인 예로 운동 메커니즘을
바꿔서 다양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캠:회
 전운동을 하는 원동축과 접하는 부분의 윤곽을 따라 움직이게 만든
기계장치. 크랭크가 회전운동을 왕복운동으로 바꾸는 장치라면, 캠은
상하좌우 다양한 방향으로 운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나
물레방아 같은 기계에서 볼 수 있다.

● 기어 : 톱
 니가 달린 바퀴를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장치.
크기가 서로 다른 톱니바퀴를 물려 돌리면 회전속도나 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자동차 변속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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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마타 예시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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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오토마타를 만들면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질문1>	같은 크랭크 장치로 왕복운동의 거리를 길게 늘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1>	크랭크 장치는 회전운동을 왕복운동으로 바꿔 주는 장치입니다.
왕복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운동을 하는 판이나 막대에 왕복운동을
하는 막대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막대는 회전하는 판의 중심에서
멀어져야 왕복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판의 중심에서 막대까지 거리는
왕복운동 거리의 절반이 됩니다. 따라서 왕복운동 거리를 늘리려면 회전
운동하는 중심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질문2>	기어에서 큰 바퀴 톱니 개수가 100개, 작은 바퀴 톱니 개수가 20개라고
할 때 큰 바퀴를 두 번 돌리면 작은 바퀴는 몇 번 돌아갈까?
<해답2>	수학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바퀴의 톱니가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간다고 했을 때, 원 둘레의 길이 비율과 같습니다.
큰 바퀴의 톱니가 100개이고 작은 바퀴 톱니가 20개라고 했으니, 큰 바퀴
둘레는 작은 바퀴 다섯 배입니다. 즉 큰 바퀴가 한 번 돌 때, 작은 바퀴는
다섯 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문제에서 큰 바퀴를 두 번 돌린다고 했으니,
작은 바퀴는 열 번 돌아가야 합니다.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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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오
 토마타를 만든 다음, 기계 장치가 어떤 원리로 또는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확인합니다. 기어는 톱니를 정확하게 그려서 어떻게
톱니가 맞물리는지 확인합니다. 크랭크의 경우는 회전운동하는 축과
왕복운동을 하는 축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기
 타 자기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상상해서 어떤 원리의 기계를 넣으면
좋을지 상상도를 그려서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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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오토마타 제작이 모두 끝났으면 인형극 준비를 합니다.
인형극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인형극을 만들 것이며 그런 인형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인형을 만들어야 하는 지 캐릭터를 설정합니다. 캐릭터 설정이 모두
끝났으면 역할 분담을 하고 인형을 디자인합니다.
인형극 기획 순서
①	먼저 어떤 인형극을 할지 의논합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맞게 슬픔에
잠긴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려면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지
생각합니다.
②	내용에 맞는 주인공을 설정합니다. 어떤 역할에는 어떤 모습과 성격을 가진
캐릭터가 좋은지 의논해서 주인공 이름을 설정합니다.
③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합니다.
④ 내용에 맞는 인형극 제목을 의논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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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할에 맞는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직접
역
상상해서 그려봅니다. 자신이 그려 놓은 인형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는 이유나 내용을 적어서 발표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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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각자 만들고 디자인한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인형극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작성합니다. 학생들은 엽력 작업을 하면서 소통을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게
합니다.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전원 참여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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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다른 친구들이 만든 인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캐릭터 특징에 맞는 디자인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적어보면서 자신이 만든 것과
어떤 것이 다른지 이해하고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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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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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타 디자이너
‘레알 아름다우리’
디자인전문가 체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