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 & More is Free Life :
축적과 생략을 통해 혁신을 거듭한 인류의 문명을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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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 More is Free Life 프로그램 운영 지침
학습 및 지도 아이콘

의미
STEAM 핵심 역량
※ 해당 주제에 맞는 STEAM 핵심 역량 표기
: 도전정신, 창의·혁신, 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협업, 자기계발,
융합적 사고(통찰력, 융합적 사고력),
의사소통(공감, 감성, 소통)

체험 따라하기

Follow Me

지도 유의점

지도 방법

Guide

학생 활동

읽기 자료

read it

Basic Concepts

학습 기본개념
< 운영상 유의점 >

수준

적용

일반

고등학교(중학교) 1학년에 적용하기 적당한 프로그램
STEAM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경험이 적은 집단에 적합함

심화

고등학교(중학교) 2학년에 적용하기 적당한 프로그램
STEAM에 대한 이해와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익숙함이 높은 집단에 적합함

중학교
STEAM

GPS More

01.

프롤로그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기존의 기술들이 만나 새로운 영역으로 재
탄생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검색서비스에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서비스에서 인공지
능(AI) 스피커를 통한 새로운 시장 및 핀테크 기반의 무인 상점 아마존고까지, 연일 새로운 플랫폼을 탄생시키
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의 융·복합은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
져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등의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lgcns.com/1337

✔ 핀테크(FinTech) :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

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 아마존고는 약 2천500 평방피트(약 232㎡) 이하의 소규모 무인 편의점에, 컴퓨터비전 · 딥러닝 · 센서퓨

전 기술 등,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놀로지 기술’((Just Walk Out technology)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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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우리나라에서 펼쳐진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는 첨단기술이 만
난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마치 컴퓨터 그래픽 같았던 공중 오륜기는 드론 1,218대
가 동시에 비행하며 군무를 만들어 내었죠. 이 드론은 인텔이 특별 제작한 '슈팅스타(shooting star)’란 이름
의 소형 무인기로 무게는 배구공과 비슷한 330g입니다. 드론은 각각 150c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노우 보더
와 오륜기 모양을 공중에서 만들어냈는데요. 이 많은 드론을 몇 명이 조종했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조종
사와 컴퓨터 한 대로 이런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컴퓨터는 한 대지만, 드론 조종에는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드론 수와 위치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드론별 GPS 신호와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마지막으
로 실제 드론을 조종하는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천 대가 넘는 드론이 서로 부딪치지 않게 하려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
한데요. 이를 위해 인텔은 수cm 단위로 위치를 측정하는 '실시간 운동 GPS'를 자체 개발했다고 합니다. 일반
GPS가 5m가량 오차가 생기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정교한 기술인 거죠.

관련 영상
1. 평창 밤하늘 수놓은 드론 오륜기…
1,218대 동시 비행 '기네스 신기록' /
YTN 사이언스
https://youtu.be/zc6udTV4Yk4
2. 평창 올림픽 개막식 드론쇼의 비밀
https://youtu.be/IqlDKzQgGmU

https://news.joins.com/article/22370543

여러분이 즐겨했던 포켓몬고 게임이나 스마트폰의 위치 찾기 앱, 버스정류장에서 만날 수 있는 버스 도착 안
내시스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는 한 가지 공통된 기술이 숨어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드론 오륜기나 포
켓몬고를 가능하게 할까요? 스마트폰은 어떻게 여러분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어
떻게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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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와 첨단기술이 만나면?

GPS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드론의 자율 비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GPS입니다. 이 GPS는 냉전 시절 군사용 위성이 송신하
는 시간 정보를 통해 위치를 계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도 초 PDA(Peronal Digital Assistant)에 소형
GPS 안테나를 달아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보급되면서 처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GPS 위치 측정 원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20,200km 상공에서 운영 중인 미국의 GPS 위성을 이용하여 지상의 위
치정보를 획득하는 시스템입니다. GPS 수신기는 3개 이상의 GPS 위성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위성
과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하죠. 위성에서 송신된 신호와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의 시간차를 측정하면 위성과 수
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송신된 신호에는 위성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최소한
3개의 위성과의 거리와 각 위성의 위치를 알게 되면 삼변측량에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수신기의 위치를 계
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계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를 보정하고자 보통 4개 이상의 위성을 이
용해 위치를 결정합니다. GPS 위성은 전 세계에 설치된 관제 및 감시국을 통해 정확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제어를 받아 그 정확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출처 : https://gnss.seoul.go.kr/intro/intro2_1.php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먼저 첨단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GPS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해하
고,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더
하여 어떠한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실현에 대해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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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습목표
내용 목표
- GPS의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속 GPS 관련 융·복합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GPS센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수신데이터를 분석하여 위도와 경도를 찾을 수 있다.

과정 목표
- 앱인벤터를 활용하여 위치정보 앱을 만들 수 있다.
- GPS 센서 모듈과 아두이노를 연결하여, 위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 앱수신된 RAW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도와 경도를 찾을 수 있다.
- Tin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03. STEAM 내용 요소
▷ 공간좌표와 위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과학

▷ GPS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기술
▷ GPS 센서 모듈과 아두이노를 연결하여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공학

▷ 앱인벤터를 활용하여 위치 정보앱을 제작할 수 있다.

▷ GPS 좌표값의 거리 계산 원리를 알 수 있다.
수학

▷ 좌표값 도/분/초 와 도를 서로 변환할 수 있다.

▷ GPS센서와 사물이 만나는 창의적 설계 과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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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TEAM 단계 요소
▷ GPS 그게 뭔데?
♥ 생활 속 GPS 관련 예 찾아보기
• 평창동계올림픽 드론 오륜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 우리 동네 버스(자동차의 네비게이션)는 이동경로를 어떻게 알려줄까?
• 극한직업 장형사는 어떻게 마형사를 찾았을까?

STep 1.
상황제시

1. 우리 생활 속 GPS
• 우리 동네 버스는 어디쯤 왔을까?
•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위치를 알아낼까요?
2. GPS 이야기
• 역사, 구성, 과학적 원리 알아보기
• 사진 속 위치정보 알아보기
• 위치정보 표현방법 알기(도분초/도, 위경도)

▷ GPS 놀아보기

1. GPS앱으로 놀아보기
• 스마트폰 GPS앱으로 히어로(보물) 찾기
• 움직인 이동거리 측정해보기

▷ GPS 무한도전
♥ 생활 속 GPS 관련 첨단기술 융복합 예 찾아보기

STep 2.
창의적 설계

1. GPS와 첨단기술, 센서를 활용한 창의적 시스템(장치) 구상하기
• GPS를 어디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예) 환경오염 감시 → 미세먼지측정 드론, 해양수질측정 드론 배달서비스 → 피자배달드론

• GPS와 센서, 사물들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 드론과 GPS가 만나면?(드론+GPS)

• 평창 올림픽 드론 오륜기를 만들 수 있어요
• 집나간 드론 찾기 어렵지 않아요
2.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발표하기
• 비주얼씽킹, 동영상, 만화 등
3. GPS를 활용하는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 드론, 차량 위치정보시스템 개발자 등

STep 3.
감성적 체험

1. GPS 위치정보 앱 만들기
• 앱인벤터로 GPS 위치정보 앱 만들기
• 현재 위치정보(위도, 경도) 및 지도 표현하기
2. GPS 센서와 아두이노로 위치정보 분석하기
• GPS 센서의 수신데이터 이해하기(위도, 경도 등)
• 수신데이터를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보기

10 • 2019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 중학교 교사용

05. 지도안 총괄표
프로그램명
관련교과

GPS More(모아)

기술

미술

정보

학습 목표

중1

총 차시

4

과학, 기술, 미술, 정보

과학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

내용요소

과학과 나의 미래

성취기준

[9과07-01]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내용요소

기술 시스템

성취기준

[9기가04-18]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
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내용요소

표현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
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

성취기준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
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내용요소

컴퓨팅시스템

성취기준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 GPS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생활과 연계한 융·복합적 요소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 GPS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 GPS센서의 수신데이터를 분석하고 위치정보를 표현하는 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 GPS를 활용한 창의적 시스템을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GPS 알아보기
•우리 생활 속 GPS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 평창동계올림픽 드론 오륜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 우리 동네 버스(자동차의 네비게이션)는 이동경로를
어떻게 알려줄까?
상황 제시

- 극한직업 장형사는 어떻게 마형사를 찾았을까?

•위치추적 앱 설치하고 체험해보기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아이쉐어링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표시되는 걸까?

Guide

▶ 관련 영상
1. 평창 밤하늘 수놓은 드
론 오륜기…1,218대 동
시 비행 '기네스 신기록'
/ YTN 사이언스
https://youtu.be/
zc6udTV4Yk4
2. 평창 올림픽 개막식 드
론쇼의 비밀
https://youtu.be/IqlDKzQgGmU

위도, 경도 알기, 도분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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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놀아보기
1. GPS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GPS앱으로 히어로(보물) 찾기
- 움직인 이동거리 측정해보기
▷ GPS 무한도전
•GPS와 센서, 사물들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창의적 설계

- 생활 속 GPS 관련 첨단기술 융복합 예 찾아보기

1. GPS와 첨단기술, 센서를 활용한 창의적 시스템(장치)을
구상하기

Guide

자유로운 생각나눔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영상
도미노 피자배달드론 :
https://youtu.be/SqrZfxeNsAU

2.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발표하기
- 비주얼씽킹, 동영상, 만화 등
3. GPS를 활용하는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 드론, 차량 위치정보시스템 개발자 등

Guide

1. GPS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 앱인벤터로 GPS 위치정보 앱 만들기
감성적 체험

현재 위치정보(위도, 경도) 및 지도 표현하기
2. GPS센서는 어떻게 동작하는 것일까?
- GPS 센서와 아두이노로 연결하여 위치정보 분석하기
- GPS 센서의 수신데이터 이해하기(위도, 경도 등)
- 수신데이터를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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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인벤터와 스마트폰 연
동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면 편리하다.
- 구 글 계 정 이 필 요 하 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GPS 센서모듈과 아두
이노 및 스케치 프로그
램이 설치된 PC가 필요
하다.

06.평가 계획
1. 성취기준
[9과07-01]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9기가04-18]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가. 교사평가
< 수행관찰평가 기준표 >
평가
영역

창의적
설계
(2차시)

감성적
체험
(3차시)

평가 척도

평가
항목

상(10)

보통

미흡

위치
추적
앱 제작

GPS 모듈을 활용하여 이
동경로를 표시하고, 앱으
로 제작할 수 있다.

GPS를 활용하여 이동경
로를 표시하였으나, 앱으
로 제작하는데 다소 어려
움이 있다

GPS를 활용하여 이동경
로를 표시하거나, 앱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GPS MORE
설계

GPS에 대한 원리를 정확
하게 이해하고, 여러가지
첨단기술 센서를 활용하
여 창의적인 시스템을 설
계할 수 있다.

GPS에 대한 원리를 이
해하고, 첨단기술 센서를
활용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GPS에 대한 원리를 이
해하고, 첨단기술 센서를
활용한 시스템을 설계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
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
으나 끈기가 부족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
기가 부족함

흥미와
참여도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도전
과제 해결 과정에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
가 거의 없으며 도전 과
제 해결 과정에 거의 참
여하지 않음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가끔씩 나
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거의 나타
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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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 자기/동료(모둠) 평가
평가
방법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동료
평가

창의적
설계

평가기준

평가 척도
상

중

하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흥미, 참여도)
모둠별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성취감, 보람)
GPS에 대해 이해하고, 앱으로 제작할 수 있는가?
GPS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가?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3.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예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GPS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해당 원리를 활용한 산출물을 창의적으로 표현
함. 특히 목표 대상을 위해 만든 산출물이 대상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
움을 줌.
GPS의 데이터 분석과 표현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이를 앱으로 제작함.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하는 탐구과정에 과학적 분석력을 가지고 주제에 접근하며, 창의
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함.

정보

기재 상황 예시

탐구활동 과정에서
협력적 모습과 과학
적 원리 이해 및 활
용 능력이 관찰되어
기술한 경우

GPS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함. 처음에는 혼자
서만 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협동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모둠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
하여 적용점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임. 문제해결에 있어 창의적인 사고력을
보이며,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탐구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과정
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수업 전반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모둠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찾
아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산출물의 디자인을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함.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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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학습 내용

1차시
교과
(단원)

GPS 그게 뭔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과학) 과학과 나의 미래
(기술) 기술 시스템
(정보) 자료와 정보 / 컴퓨팅시스템
(미술) 표현

수업 형태

실습 및 토의·토론

학습 목표

- 생활 속 GPS의 활용 예를 찾아 이야기할 수 있다.
- 위치추적 앱을 체험하고 GPS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융합 요소

수업 단계

차시

1/4

GPS 관련 영상으로 활동 소개하기
GPS 위치추적앱 체험하기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자료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동기유발 영상과 함께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하기
1. 평창 동계 올림픽 드론 쇼 영상
- 1218개의 드론 오륜기는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군집비
행을 할 수 있을까?

도입

(관련영상)
- 평창 밤하늘 수놓은 드론 오륜기
https://youtu.be/zc6udTV4Yk4
- 평창 올림픽 개막식 드론쇼의 비밀
https://youtu.be/IqlDKzQgGmU

2. 버스 정보 시스템
- 우리 동네 버스 위치와 도착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자동차 네비게이션은 이동경로를 어떻게 알려줄까?

Guide

- 학생 스마트폰
- 무선인터넷 환경
- 관련영상

10분

버스도착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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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정보 알아보기
1. 우리 동네 버스 위치 찾기
- 스마트폰에서 버스노선을 검색 / 현재 버스 위치 알아보기
- 네이버 길찾기 / 카카오 맵 네비게이션

- 스마트폰을 이용해
버스 위치 검색

2. 스마트폰 사진 속 위치 정보 알기
- 사진에서 위치정보 읽기

- 어디서 찍은 사진?
https://it.donga.
com/19427/
- https://comterman.
tistory.com/1884
- 스마트폰 – 구글플
레이스토어 – 아이
쉐어링

전개

25분

3. 영화 ‘극한직업’ 위치추적 앱
- 장형사는 마형사를 어떻게 찾았을까?
▷ 위치추적 앱 체험해 보기
- 위치추적 앱 ‘아이쉐어링’ 설치하고 체험해 보기

4. GPS 원리 알아보기
- 좌표계, 위도, 경도 이해하기
* GPS는 무엇인가요? https://youtu.be/s5DS3F710Nc

정리
및
차시예고

- 활동지 작성
-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ms/mesrInfo/coordinate.do#none

▷ 위치추적 앱 체험 나누기
- 스마트폰의 어떤 센서가 이 앱을 가능하게 할까?
- GPS는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

10분

창의적 역량
창의 혁신

지식 정보
처리

문제 발견과
해결

의사소통역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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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감성

협업

1차시

GPS 그게 뭔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주제
Student Activities

활동지 1-1

생각열기

버스이동경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현우 : “우리 동네 버스 정거장에도 버스 도착 알림 안내시스템이 있어요. 무심결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원리가 궁금합니다. 버스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보는 또
어떻게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보내지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서연 : “아빠 차의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정말 신기해요!. 어디를 가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모르는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단순히 경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도 반영해서 목적
지나 도착시간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빠의 운전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은 어떻게 위치를 아는 걸까요?"
★ 온라인 학습지 링크 http://gg.gg/f6obz

1.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길을 알려줄까요? 내가 탈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활동 1. 짝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버스 위치 검색하기
활동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문의 답을 검색해 보고 간단하게 정리하기
- 내비게이션 작동 기본 원리는 바로 GPS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것
- 버스 안에 설치된 BMS가 각 정류소를 지나면, 단말기안에 설치된 GPS에서 실시간으로 서울시 교통
정보센터로 정보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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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S 탐구생활! GPS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밀은 GPS!
의미 :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원리 : GPS위성과 GPS수신기의 거리를 계산해 좌표값을 구한다. GPS 위성 안에는 십만 년 동안 약
1초의 오차를 갖는 아주 정밀한 세슘 원자 시계가 들어있습니다. 위성은 이 시각과 위성의 위치를 지상에
있는 수신기에 보내줍니다. 이 때 지상까지 신호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지상 수신기의 시각과 위성 시
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에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지상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GPS 위성에서 위치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GPS 수신기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오차를 보
정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러 개의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같은 비율로 줄이거나 늘려서 한 점으로 위
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GPS 수신기를 켜고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바 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3. 지구상의 나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위도(Latitude) :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혹은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지구
를 가로로 가로 지르는 적도(0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어 각각 0도에서 북위 90도까지, 0
도에서 남위 90도까지 존재한다.

경도(Longitude) :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 혹은 서쪽으로 얼마나 떨
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지구를 세로로 나누는 선으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본초자오선을 기준으
로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180도씩 나뉘며 서경과 동경으로 구분된다.

고도(Altitude) : 평균 해수면 따위를 0으로 하여 측정한 대상 물체의 높이, 수직 위치를 나타낸다.
4. 이번 활동으로 어떤 것을 더 알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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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it

참고 및 학습 도움 자료

☆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수신기와 무선통신장치를 설치, 버스의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하여 버스위치, 운행상태, 배차간격, 도착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운수회사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Step1. 버스 정보 수집
GPS 위성과 무선통신 장치를 통해 버스의 위치와 속도, 정류소 출발, 도착정보, 돌발상황 발생정보 등을
수집해요. 차량단말기를 통해 40초마다 각 버스의 GPS 위치정보를 서울시 교통정보과(TOPIS)의 버스정
보시스템 전산실로 무선 데이터 연동합니다.
Step2. 버스 정보 가공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가공서버에서 ‘도착 예정정보’를 생성하게 돼요.
Step3. 버스 정보 제공
서울시 교통정보과(TOPIS)는 수집·가공된 버스운행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버스정보를 빠
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답니다.
출처 : https://seouleducation.tistory.com/3130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서울교육나침반]

버스정보시스템 BIS (Bus Information System)

출처: http://sa-tech.kr/business/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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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이야기
* 관련영상 : GPS는 무엇인가요? https://youtu.be/s5DS3F710Nc
GPS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
니다. 드론의 자율 비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GPS입니다. GPS는 냉전 시절 군사용 위
성이 송신하는 시간 정보를 통해 위치를 계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도 초 PDA(Peronal Digital
Assistant)에 소형 GPS 안테나를 달아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보급되면서 처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위성 측위 시스템의 약어로서 지상으로부터 22,000km 상공
에 떠 있는 GPS 위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장비에 장착된 것은 라디오처럼 GPS 위성에서 보
내는 신호를 수신해주는 GPS 수신기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GPS 위성의 신호를 이용하
여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해 주는 것이 GPS 위성항법시스템입니다. 미국, 러시아 GLONASS, 유럽
연합의 Galileo, 중국의 COMPASS와 일본의 QZSS가 있으며 이 모든 시스템을 GNSS(Global Navigation
Sateliites System)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GNSS는 인공위성에서 지상으로 보내는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항법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으로써 항공기, 선박,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에도 장착
되어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20,200km 상공에서 운영 중인 미국의GPS
위성을 이용하여 지상의 위치정보를 획득
하는 시스템입니다. GPS 수신기는 3개 이
상의 GPS 위성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
신하여 위성과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하죠.
위성에서 송신된 신호와 수신기에서 수신
된 신호의 시간 차를 측정하면 위성과 수신
기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송
신된 신호에는 위성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최소한 3개의 위성과의 거

GPS 위치 측정 원리

리와 각 위성의 위치를 알게 되면 삼변측량에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수신기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계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를 보정하고자 보통 4개 이상의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결정합니다. GPS 위성은 전 세계에 설치된 관제 및 감시국을 통해 정확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제어를 받
아 그 정확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 나는 어디에 있을까?
위성을 이용하여 지구상에서의 사용자 위치는 (X, Y, Z) 또는 (경도, 위치, 고도)처럼 3차원 좌표계로 나
타낼 수 있습니다. 즉 관측자의 위치좌표(X, Y, Z)는 원칙적으로 3개의 위성에서 발신된 전파를 수신함으
로써 얻어질 수 있습니다. 전파가 인공위성으로부터 지상의 수신기까지 도달한 시각정보를 정확하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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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거리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GPS 위성에는 정밀한 시계가 장착되지만, 내비게이션 장비
에 장착된 GPS 수신기는 경제적인 이유로 저가의 시계가 장착됩니다.
특히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는 1일에 나노초(nano-sec) 오차 범위에서 예측이 가능하며, 미국의
Cororado Springs에 있는 지상국에서의 시계의 상태, 위성의 궤도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3차원 위치 좌표 뿐만 아니라 위성 간의 시간 변
수를 포함하여 4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좌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안정된 항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최
소한 4개의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비게이션 장비에서 4개
이상의 위성이 수신되는 경우에만 매우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https://if-blog.tistory.com/2006 [교육부 공식 블로그]
출처 : https://gnss.seoul.go.kr/intro/intro2_1.php

네비게이션의 원리
네비게이션은 GPSS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활용해서 길을 안내합니다. 이 때 위성은 네비게이션을 장
착한 차의 위치 좌표, 다시 말해서 차가 위치한 위도와 경도 및 고도를 알게 하지요. GPS 위성은 1978년
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19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24개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위성은 위
치와 시간 2가지 전파신호를 보내고 위성에는 정밀한 세슘(Cs)원자시계가 있어서 각 위성은 고유 신호를
지상으로 보내 디지털 신호로 알려줍니다. 위성에서 지상으로 발사된 전파신호를 지상의 네비게이션 기기
가 수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출처 : http://itsmyblogavs.blogspot.com/2018/12/information-security-and-warning-system.html

GPS와 수학
GPS는 우주에 떠 있는 정지 위성 24개 중에 4개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분석하여 위치를 확인
하게 됩니다. GPS로부터 받게 되는 신호는 오직 GPS 위성이 갖고 있는 시간 정보입니다. 즉 GPS 위성이
갖고 있는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GPS 위성이 가진 시간과 GPS 단말기가 가
진 시계 사이의 시간 차이를 알게 되면 GPS위성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다음의 공식으로 알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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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 빛의 속력 X 시간 차이)
어느 하나의 GPS 위성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은 지표면 위에 타원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려면 지도 위에 타원을 하나 그리면 되겠죠? 이 원 위에 나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로 두 번째 GPS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이용하면 타원을 하나 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원
과 타원이 겹치는 점이 2개 나오게 되는데, 두 타원 위에 모두 나의 위치가 있어야 하므로 이 두 개의 점
중에 한 곳에 내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GPS 위성을 이용하면 타원을 하나 더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이 타원은 반드시 두 점 중에 한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세 개의 타원이 모두 겹치는 한 개의 점이
바로 나의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성을 이용하면 내가 있는 장소의 높이까지도 정확
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나온 신호를 이용해 특정한 한 점을 결정하는 문제는 수학에서 2차 연립방정
식을 푸는 문제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거리를 측정하는 공식이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기 때문
에,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제곱수들이 방정식으로 변하면서 2차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caolympiad/220853672644
✔ GPS 위치 결정 원리

GPS 위성을 사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기본원리는 관측지점에서 위성까지의 거리 측정을 기반으로 합
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시간을 비교할 때, 오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계산합니다. (C는 빛의 속도)

출처 : https://gammabeta.tistory.com/188

R = (X - Xi)2 + (Y - Yi)2 + (Z - Zi)2
X, Y, Z 관측지점의 좌표, Xi, Yi, Zi 위성의 좌표이고, 실제 범위를 찾으려면 시간 오차 t를 고려하여

R = (X - Xi)2 + (Y - Yi)2 + (Z - Zi)2+TC
C는 빛의 속도, T는 이동 시간으로, 이 방정식에는 4개의 미지수가 있으므로 최소한 4개의 위성을 관찰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성안테나 좌표, 신호 방출시 위성의 시간, 최소 4개 위성 데이터(4개 위성 중 1개
는 시간 오차 측정)가 필요합니다.
출처 : http://itsmyblogavs.blogspot.com/2018/12/information-security-and-warning-syste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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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oncepts

위도와 경도
: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혹은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지구

✔ 위도(Latitude)
를 가로로 가로지르는 적도(0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어 각각 0도에서 북위 90도까
지, 0도에서 남위 90도까지 존재한다. 위도(씨줄. 緯度,latitude)는 지구상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
쪽 또는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위치이며, 흔히 그리스 문자 φ로 쓴다. 위도의 단위
는 도(°)이며, 북극점을 나타내는 90° N(북위 90도)부터 남극점을 나타내는 90° S(남위 90도)까지
의 범위 안에 있다. 위도에는 지리 위도, 천문 위도, 지심 위도 등이 있다.
✔ 경도(Longitude) :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 혹은 서쪽으로 얼마나 떨

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지구를 세로로 나누는 선으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본초자오선
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180도씩 나뉘며 서경과 동경으로 구분된다. 경도(날줄, 經度,
longitude)는 지구상에서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위치이다. 경도의 단위는 도(°)이며, 180° E(동경 180도)부터 180° W(서경 180도)까지의 범위 안에
있다. 자연스럽게 적도를 기준으로 잡는 위도와는 달리, 경도의 경우 자연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
의적으로 하나의 기준이 필요했다. 이 기준은 한동안 지역에 따라 달랐으나 1884년에 국제회의에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을 표준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 고도(高度)는 평균 해수면 따위를 0으로 하여 측정한 대상 물체의 높이이다. 고도를 측정하는

✔ 고도
장비는 고도계이다. 일반적으로 고도는 기준 측지 자료, 지점 또는 객체 사이의 수직 또는 "위쪽" 방향
거리 측정이다. 참조 측지 자료는 종종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고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위치의 해
발고도를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지리좌표계(Geographic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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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좌표계(GCS,영어: Geographic Coordinate System)는 지구 및 천체에 지점을 나타내기 위한

좌표계이다. 지리 좌표는 일반적으로 지구를 회전 타원체(지구 타원체)로 간주하고 그 표면의 수평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와 수직 위치를 나타내는 해발고도와 함께 표현된다.
출처 : 위키피디아-지리좌표계

공간좌표[coordinates in space]
공간의 한 점을 기준으로 서로 직교하는 세 개의 좌표축(가로 x축, 세로 y축, 높이 z축)이 있는 좌
표계를 말한다. 공간좌표는 공간의 한 점을 기준으로 서로 직교하는 세 개의 좌표축(가로 x축, 세로
y축, 높이 z축)이 있는 좌표계로 공간도형인 구, 육면체, 원뿔 등을 공간좌표에 나타낼 수 있다.
❶ 점의 좌표 : 공간상에 있는 순서쌍 (a, b, c)를 점 P의 공간좌표라고 한다.

❷ 공간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1) 점 A(a, b, c), 점 B(x, y, z) →
2) 원점 (0, 0, 0)과 점 A(a, b , c) →
출처 : https://www.scienceall.com/123392/
✔ 유클리드 공간(Euclidean space)

유클리드가 연구했던 평면과 공간을 일반화한 것이다. 이는 유클리드가 생각했던 거리와 길이와 각도
를 좌표계를 도입하여, 임의 차원의 공간으로 확장한 것으로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상의 각 점은 3개의
좌표 축에 결정된다

출처 : 위키피디아-유클리드_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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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교과
(단원)

GPS로 놀아보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과학) 과학과 나의 미래
(기술) 기술 시스템
(정보) 자료와 정보 / 컴퓨팅시스템
(미술) 표현

수업 형태

협동학습, 모둠활동

차시

학습 목표

- GPS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2/4

위도와 경도, 도분초를 읽기
융합 요소

GPS앱 설치하여 활용하기
GPS앱 설치하여 활용하기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단계

수업 자료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우리 학교 좌표 찾아보기
1. 장소로 좌표찾기
① https://www.google.co.kr/maps
② 장소입력하기 예) OO중학교
③ 장소표시 아이콘 - 오른쪽마우스 클릭 - 주변검색

도입

2. 좌표로 장소 찾기
① 상단 검색창에 좌표를 입력한다.
② 주변 검색 - ”STARBUCKS“ 입력 - 주변 ”STARBUCKS“
표시
도(DD)

41.40338, 2.17403

도분초(DMS)

41°24'12.2"N 2°10'26.5"E

도(DD)

41.40338, 2.17403

3. 도분초 변환 방법 알기
도분초(DMS)
(60진법)

N 37° 30′ 36.4″

Guide

- 구글지도를 이용하
여 다양한 장소의
좌표를 찾아본다

10분

- 히어로 찾기 활동
전에 도분초 변환
법을 먼저 익힌다

41°24'12.2"N 2°10'26.5"E
도(degree)
(10진법)

= 37.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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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입

도분초(DMS)
(60진법)

E 126° 55′ 12.4″

10분

= 126°+(55‘÷60)+(12.4″÷ 3600)
도(degree)
(10진법)

= 126.00369

▷ GPS 놀아보기
1. GPS앱으로 히어로 찾기
① 모둠 정하기(4인~5인)
② 미션지 받기

전개

- 운운동장에서 모둠
별로 진행한다.

③ 스마트폰 GPS앱 설치하기
④ GPS앱으로 히어로(보물) 찾기
⑤ 마지막 미션 문제 풀기
- 첫 번째로 미션을 완료한 팀에게는
스티커가 주어진다.

- 활동 전에 보물을
안전하게 잘 숨겨
둔다.

[추가활동] 각 팀별로 움직인 이동거리 측정해 보기
- 총 이동거리 비교해보기 활동
- 최단 이동거리 팀 선정하기 활동

30분

- 주어진 시간 내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활동 소감 나누기
- 활동 후 소감 및 느낌 나누기
정리

▷ GPS 위치정보 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 스마트폰과 앱인벤터로 GPS 위치정보 앱 만들기 안내

스마트폰 준비
안내

5분

창의적 역량
창의 혁신

지식 정보
처리

문제 발견과
해결

의사소통역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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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감성

협업
○

Follow Me

우리학교 좌표 찾아보기

활동 1. 장소로 좌표 찾기
❶ https://www.google.co.kr/maps
❷ 장소입력하기 예) OO중학교
❸ 장소표시 아이콘 - 오른쪽마우스클릭 - 주변검색

활동 2. 좌표로 장소 찾기
❶ 상단 검색창에 좌표를 입력한다.
❷ 주변 검색 - ”STARBUCKS“ 입력 - 주변 ”STARBUCKS“ 표시
도(DD)
도분초(DMS)
도(DD)

41.40338, 2.17403
41°24'12.2"N 2°10'26.5"E
41.40338, 2.17403

❸ 도분초 변환
도분초(DMS)
(60진법)
도(degree)
10진법

N 37° 30′ 36.4″

E 126° 55′ 12.4″

= 37°+(30’÷60)+(36.4″÷3600)

= 126°+(55‘÷60)+(12.4″÷ 3600)

= 37.51025

= 126.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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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앱 히어로 찾기 활동

미션 : ”GPS와 좌표를 활용해 학교에 숨겨진 어벤져스 4명을 찾아, 타노스로부터
지구를 지킨다“
♥ 게임 방법
1. 운동장 주변 곳곳에 어벤져스 히어로 스티커들이 숨겨져 있다. GPS를 활용해 경·위도 좌표를 찾아
따라가 보면 히어로들을 발견할 수 있다.
2. 각
 모둠별로 4명의 어벤져스 스티커를 모두 찾아야 한다. 다른 모둠의 스티커를 가져오거나 활동시간
을 넘기면 감점한다.
3. 히어로 스티커을 발견하면 자신의 모둠 어벤져스 스티커를 가져오고, 찾은 스티커는 활동지에 붙인다.
남은 미션 1개를 함께 해결하면 활동이 끝난다.
4. 발견한 어벤져스 스티커의 개수(개당 20점), 미션 해결의 유무(20점), 발표를 통해 모둠별 점수를
계산한다.

♥ 활동 순서
1. 모둠원들의 스마트폰에 GPS 앱을 설치한다
2. 다음

쪽지를 보고 히어로들을 찾는다. 도분초로 계산할 것!
도
Ⅰ

35.2051 129.0978

Ⅱ

35.205528, 129.098562

Ⅲ

35.206, 129.0985

Ⅳ

35.2056, 129.0967

3. 보물쪽지를 활동지에 붙이고, 미션을 해결한다.
4. 제한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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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분초

4명의 히어로를 찾아라
모둠

미션
GPS의 위치를 계산하는 연립방정식은?

GPS More • 29

참고자료

GPS앱 : Play with GPS

구글-플레이스토어-GPS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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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oncepts

도분초 (DMS, Degree Minutes Seconds)
✔ 도분초는 주로 각도(˚)를 세분하여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DMS 단위라고도 부릅니다.

- 1˚(도) = 60´(분) = 3600˝(초)
- 1´(분) = 60˝(초)
도(Degree) 단위의 각도값에서 정수부분은 그대로 도분초의 도가 됩니다. 정수부분을 빼면 소수가 남
는데 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빼서 분으로 환산하고, 나머지를 초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이 도분초가
됩니다.

70도 + 70분 + 70초 = 71도 11분 10초
DMS 입력 키 【˚ ´ ˝】

✔ 도분초
- 5˚10´30˝(5도10분30초) 【5】【˚ ´ ˝】【10】【˚ ´ ˝】【30】【˚ ´ ˝】

입력라인에는 DMS 모든 단위가 ㅁ 로 표시됩니다.
출력라인에는 정상적으로 ˚ ´ ˝ 로 표시됩니다.
- 0˚10´0˝(10분) 【0】【˚ ´ ˝】【10】【˚ ´ ˝】

('0'이 아닌 마지막 단위의) 왼쪽에 있는 '0'은 생략 불가능.
즉, 10의 왼쪽인 도˚ 단위는 생략할 수 없지만, 초˝ 단위는 생략할 수가 있음.
✔ 도분초의 계산

- DMS & DMS 가산(+) 감산(-) 결과는 DMS로 표시됩니다.

- DMS & Degree / DMS & Decimal 가산(+) 감산(-) 결과는 10진수(Decima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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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S & Decimal 승(×) 제(÷)는 DMS로 표시됩니다.

출처 : http://www.allcalc.tk/6435

[도/분/초] N37°25′12.5″ → [도]
① 12.5″ ÷ 60 = 0.208(소수 넷째 자리 반올림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기)
② 25+0.208 = 25.208′
도/분/초 N37°25′12.5″ → 도/분 N37°25.208′
③ 25.208÷60 = 0.42013(소수 여섯째 자리 반올림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표기)
④ 37+0.42013 = 37.42013 도 N37.42013°

N37.42013° → [도/분/초]
① 0.42013 × 60=25.208(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소수 셋째자리까지 표기) : 분단위 정수,소수
② 도 N37.42013° 도/분 N37°25.208′
③ 분단위 0.208 × 60 = 12.5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 초단위 정수와 소수
④ 도/분 N37°25.208′ → 도/분/초 N37°25′12.5″

출처 : https://dhshin0407.tistory.co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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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교과
(단원)

GPS 무한도전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과학) 과학과 나의 미래
(기술) 기술 시스템
(정보) 자료와 정보 / 컴퓨팅시스템
(미술) 표현

수업 형태

토의·토론, 모둠학습

학습 목표

- GPS와 첨단기술, 센서를 활용한 창의적 시스템(장치)을 설계할 수 있다.
-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발표할 수 있다.
- GPS를 활용하는 다양한 직업을 알아볼 수 있다.

융합 요소

차시

4/4

GPS와 첨단기술, 센서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구상하기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시스템(장치)을 설계하기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단계

수업 자료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슬기로운 GPS 탐구생활
1. GPS와 센서, 사물들이 만난다면? 슬기로운 GPS 활용법
을 찾아봅시다.
- 집나간 드론 찾기 어렵지 않아요!
- 미세먼지 측정드론? 어디에 쓰일까?
도입

✔ 배달의 민족! 배달의 드론

https://youtu.be/lA-3ph3Mb-o
✔ [과학본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드론…

군집 비행의 비밀
https://youtu.be/xUpvRTFFBH4

Guide

- 모둠 활동으로
진행한다
- 영상을 통한
동기유발을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생각들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10분

✔ 토종 여우 복원 결실...30마리 대가족 된다

https://youtu.be/6zsNitZRjls
▷ GPS 무한도전
전개

1. GPS를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 시스템 설계하기
- GPS를 어디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예) 환경오염

감시 → 미세먼지측정 드론, 해양수질측정
드론 배달서비스 → 피자배달드론

- 생활 속 GPS 관련
첨단기술 융·복합의
예 찾아보기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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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와 센서, 사물들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 드론과 GPS가 만나면?(드론+GPS)

- 평창 올림픽 드론 오륜기를 만들 수 있어요

- 활동도구 사전 준비
(색필기구, 종이,
이젤패드 등)

- 집나간 드론 찾기 어렵지 않아요
전개

2. 제작과정 및 산출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 비주얼씽킹, 동영상, 만화 등
- 아이디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찾기

- 동영상 제작시
스마트폰 활용

3. 모둠별 발표하기
-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며 느낌 나누기

정리

▷ GPS와 나의 진로
- GPS가 활용되는 분야와 직업은 무엇일까?

10분

예) 드론, 차량 위치정보시스템 개발자 등

창의적 역량
창의 혁신

지식 정보
처리

문제 발견과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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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역량

심미적 감성

협업

○

○

○

3차시
주제
Student Activities

GPS 무한도전
GPS과 사물들이 만나면?
활동지 3-1

우리는 이 GPS와 위치정보를 모아서 어디에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GPS와 첨단기술, 센서를 활용한 다양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구상하고, 모둠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자.

1. GPS와

센서, 사물들이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둠원들과 포스트잇을 활용해 자유롭게 생각해 보자.
- 집나간 드론 찾기 어렵지 않아요!
- 미세먼지 측정 드론은 어떤 원리일까

그 중에서 3가지를 선정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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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S를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 시스템 설계하기 (* 읽기자료 참고)
- 3가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GPS MORE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 웹사이트 구상, 앱 설계, 비주얼씽킹,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산출물의 형태는 자유입니다.
- 별도 종이, 색연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3. 창의적 산출물 제작 및 발표하기(총평)
- (1조)
- (2조)
- (3조)
- (4조)

4. GPS와 관련 있는 직업과 GPS가 활용되면 좋을 분야 찾기
GIS 개발자
공간정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개발하는 일을 함
*공간정보: 자연물, 인공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나
이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
예) 네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국토지리정보원 :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제작하는
국가기관
- 최신 측지기술을 통해 국토의 위치기준(수형, 수직)을 확립하고 전국에 측량 인프라를 구축해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정밀지도를 제작하고 국토관측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산업
활용과 기반을 만듦
- 예) GIS 개발자 :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SW 개발,, 스마트 시티 도시관제시스템 구현, 테스트 등
출처:https://m.blog.naver.com/ahha37/221627977784
관련영상 [극찬직업 190822] 11회 2019스마트국토엑스포 https://youtu.be/xfce5AhD_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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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it

참고 및 학습 도움 자료

☆ 손끝으로 움직이는 세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유주완>
'서울버스' 앱 개발자

Q. 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용자의 필요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
다. 예를 들어, 지도에서 길찾기 기능을 개발한다면 위도, 경도를 정확히 넣어서 이를 잘 계산해서 보여주
는 것이 훌륭한 개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좌표에서 좌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표 인근의 건물에서 다른 건물이나 상점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고민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발자들이 인문사회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
은 서비스는 바로 ‘인간의 니즈(Needs)’로 부터 나오니까요.

Q.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꿈꾸는 사람을 위한 조언이 있나요?
⇒ 앱 개발과 관련된 전공인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과, 게임제작학과 등 요즘 새로 생겨난 과들도 많이 있
어요. 그런데 꼭 그곳에 들어가야만 앱을 만들 수 있고 소프트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요. 프로그램 만드는 법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앱을 만들 수 있죠.
자신의 생활이나 전문 영역에서 필요한 앱이 있다면 일단 부딪혀 만들어보세요.
기술적인 부분은 공부하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모르겠다고 가만있으면 삶의 발전도 없
어요!

작은 화면 너머 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손끝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는 전문가, 오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20383&memberNo=286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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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GPS 활용 사례
상어 출몰을 예방하는 GPS 사이트 https://www.ocearch.org/tracker/?list
<OCEARCH>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대략 50마리의 대형 상어에 GPS 장치를 이식하여 움직임을 추적
합니다. 만약 GPS 장치를 단 상어가 해안으로 다가오면 인명 구조원들에게 경보를 보내 사람들을 대피
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사이트에 가서 보면 ‘Finley’, ‘Einstein’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어들의 정보,
돌아다닌 행적까지 나와 있어 이들의 활동 루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나 어린이를 보호하는 GPS 신발 깔창
출처 : http://gpssmartsole.com/gpssmartsole/

GPS SmartSole’은 GPS가 내장된 신발 깔창입니다. 언뜻 보면 ‘깔창에 GPS를 달아 뭐가 좋다는 거야?’라
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해 어린이나 치매 환자나 노약자
등 미아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What Is GPS SmartSole?
출처 : https://youtu.be/5yt3VslNg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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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고양이의 비밀스런 생활 조사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반려 동물들이 집 밖을 나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래서 노스캐
롤라이나 주립 대학 연구자들은 고양이 1,000마리에게 GPS 목줄을 달아 움직임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시
작했습니다. 자기 영역만을 돌아다닌다는 속설과는 달리 고양이들은 가끔씩 새로운 곳을 탐험하기도 했다
고 하네요. 영국 TV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했는데, 고양이들이 다른 고양이의 주인집에서 먹이를
훔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Where Your Cat Goes May Blow Your Mind | National Geographic
https://youtu.be/-0n2kxkdJgM
출처 : https://blog.lgdisplay.com/2016/06/gps/

우주배달 서비스 https://youtu.be/iQGtK41Wj3o
포켓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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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oncepts

비쥬얼 씽킹 (Visual Thinking)
: 그림과 글을 이용하여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1. 스케치북에 자유롭게 그리기
2. 버블맵 이용하기 :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인드맵과 비슷하다.
3. 더블버블맵 이용하기 : 두 가지 개념 혹은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는 데 유리하다.
4. 서클맵 : 원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에 개념 혹은 대상을 쓰고 원의 바깥 부분에 설명을 쓴다.
5. 핑거비주얼 씽킹 : 자신의 손가락을 본 떠 그리고 손가락과 손 부분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디자인씽킹
디자인회사 아이데오(IDEO)의 CEO ‘팀 브라운’은 혁신을 위한 사고방식으로 디자인씽킹을 제안하였는
데, 이는 사용자와의 공감,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에 결부
시키며 프로토타입 생산과 테스트, 개선을 반복하는 것이다. 혁신 방법론을 연구하는 버나드 로스 스탠포
드 공대 교수는 디자인씽킹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스탠포드 대학의 디자인 스쿨(Hasso Plattner Institue of Design)은 디자인씽킹의 문제 해결 과정을
공감(Empathize) - 문제 정의(Define) - 아이디어 도출(Ideate) - 시제작(Prototype) - 테스트(Test)
의 5단계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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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 단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단계

고객이나 사람들, 시장의 요구와 필요를 알아채는 과정으로 공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은 ‘관찰’이다. 관찰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그
밖에 ‘직접 체험’과 그 분야의 종사자나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도 고객이나 시장의 요구를 찾는 좋은
방법이다.

2 ‘문제 정의’ 단계

명확하게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의를 내리는 단계

공감 단계를 통해서 파악된 고객이나 사람들, 시장의 잠재된 수요와 불만 사항, 개선을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문제를 ‘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아이디어 도출’ 단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안들을 적어 내려가는 단계

정의된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
습 도구이자 회의 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나 마인드 맵(Mindmap)을 주로 이용하여 확산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4 ‘시제품 제작’ 단계

아이디어 중 실현가능한 것들을 골라 시안시제품을 만드는 단계

빠른 시간에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이다.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확장해가는 것이다. 더 나
은 아이디어나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5 ‘테스트’ 단계

생산된 시제품과 시안을 적용하는 단계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피드백(Feedback)하여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
다. 직접 체험해보거나 고객이나 시장의 반응을 듣고 그 결과와 내용을 다시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의 앞 단계로 피드백 하여 비슷한 과정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출처 : NAVER포스트, 티타임즈,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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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교과
(단원)

GPS 위치추적 앱 만들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과학) 과학과 나의 미래
(기술) 기술 시스템
(정보) 자료와 정보 / 컴퓨팅시스템
(미술) 표현

수업 형태

실습

학습 목표

- 앱인벤터를 활용하여 위치정보앱을 만들 수 있다.
- GPS 센서 모듈과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수신데이터를 시리얼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
- 수신데이터를 분석하여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고, 구글지도에서 위치를 찾아볼 수 있다.

융합 요소

차시

3/4

위치센서를 활용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GPS센서와 아두이노 연결하여 위치정보 수신하기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단계

수업 자료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GPS 탐구 생활

도입

1. 오늘 나의 이동 경로는?
- 현재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 만들어보기
- GPS 모듈과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위치데이터 수신하기
- GPS의 RAW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재 위치 알아보기
✔ 커플 위치 추적앱

https://youtu.be/fXGi9VLJuQM?t=99

전개

1. GPS 위치정보앱 만들기
① http://appinventor.mit.edu/ 접속하기
② 구글계정으로 로그인하기
③ 프로젝트 - 새프로젝트 - 프로젝트 이름(예:GPS) 확인
④ 화면 - 디자이너 - components 배치
✔ 사용 components

버튼, 레이블1_위도, 레이블2_경도, 레이블3_주소,
웹뷰어 위치센서, 엑티비티 스타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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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구글 계정,
무선인터넷 환경
필요

5분

⑤ UserInterface의 components를 Viewer에 배치한다.
⑥ 배치된 components의 properties를 수정한다.
2. GPS 센서와 아두이노로 위치정보 분석하기
- GPS 센서와 아두이노 연결하기
- GPS의 수신데이터 이해하기(위도, 경도 등)
- 수신데이터를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보기

전개

* 활동지 참고

정리

read it

▷ GPS앱 동작 확인하기
- 이 GPS로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 슬기로운 GPS탐구생활 안내

참고 및 학습 도움 자료

☆ MIT App Inventor 2 http://ai2.appinventor.mit.edu

앱 인벤터는 원래 구글이 제공한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금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
들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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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ies

GPS 위치정보앱 만들기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위치센서를 아시나요? 우리는 이 위치센서와 앱인벤터를 활용해 현재
위치정보(위도, 경도, 주소)를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인벤터 위치센서는 위도, 경도,
고도, 현재위치주소를 알려주므로 이를 활용한 앱을 만들 수 있어요!

GPS 위치정보앱 만들기
✔

1단계

❶ http://appinventor.mit.edu/ 접속하기
❷ 구글계정으로 로그인하기
❸ 프로젝트 - 새프로젝트 - 프로젝트 이름(예:GPS) - 확인 클릭
❹ 화면 - 디자이너 - components 배치

♥ 사용된 components
버튼, 레이블1_위도, 레이블2_경도, 레이블3_주소, 웹뷰어, 위치센서, 엑티비티 스타터1

♥ 배치 화면

✔

2단계

❶ UserInterface의 components를 Viewer에 배치한다.
❷ 배치된 components의 properties를 수정한다.
❸ 화면 - 블록 -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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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❶ 왼쪽 화면에서 각각의 components를 클릭하면 블록들을 사용할 수 있다.

❷ 메뉴-빌드-앱(.APK용 QR코드 제공) 선택

❸ 바코드링크 창-QR코드-확인

❹ 스마트폰-MIT AI2 Companion 설치 후
❺ 결과 QR코드 스캔 , apk 설치 후 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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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화면
- 현재 위치를 클릭하면 위도, 경도, 주소 및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반드시 켜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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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
GPS 수신 모듈은 지구 밖에서 돌고 있는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처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듈과
아두이노를 연결하여 PC로 GPS 신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치를 확인하거
나, 값을 분석해 현재의 이동 거리, 속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1. 하드웨어 연결
- 준비물 : GPS모듈(GY-NEO6MV2), 아두이노, 전선 4개
GPS 모듈

아두이노

VCC

5V

GND

GND

RX

D12

TX

D11

안테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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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S 수신데이터 확인 프로그램
- 하드웨어 연결 후 아래 프로그램을 업로딩한다.

프로그램 1.
#include <SoftwareSerial.h>
SoftwareSerial gpsSerial(12,11);
void setup() {
Serial.begin(9600);
Serial.println("Start GPS... ");
gpsSerial.begin(9600);
}
void loop() {
if(gpsSerial.available())
{
Serial.write(gpsSerial.read());
}
}

GPGGA값 3512.3595, N, 12905.82913,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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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EA http://www.gpsinformation.org/dale/nmea.htm
미국의 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이라는 기관에서 정한GPS 규약에 의한 프로토콜로
시간, 위치, 방위 등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규격이다. 이 데이터들은 주로 자이로컴퍼스, GPS, 나침반, 관성
항법장치(INS)에 사용되고, ASCII코드로 직렬 방식의 통신을 사용한다

NMEA 2.0
Name

Notes:

GPAPB

Auto Pilot B

GPBOD

bearing, origin todestination - earlier G-12's do not transmit this

GPGGA

fix data

GPGLL

Lat/Lon data -earlier G-12's do not transmit this

GPGSA

overallsatellite reception data, missing on some Garmin models

GPGSV

detailedsatellite data, missing on some Garmin models

GPRMB

minimumrecommended data when following a route

GPRMC

minimum recommended data

GPRTE

route data, only when there is an active route. (this is sometimes bidirectional)

GPWPL

waypoint data, only when th

GPS NMEA data to Google Map converter
http://www.gonmad.co.uk/nmea.php

위도 35.206, 경도 129.09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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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nyGPS 라이브러리 사용
- https://github.com/mikalhart/TinyGPS - TinyGPS라이브러리 다운로드한다.
- TinyGPS 라이브러리를 C:\Users\dongshin\Documents\Arduino\libraries 아래에 설치한다.
- 아래 프로그램을 업로드한다.

프로그램 2.
#include <SoftwareSerial.h>
#include <TinyGPS.h>
// Define which pins you will use on the Arduino to communicate with your
// GPS. In this case, the GPS module's TX pin will connect to the
// Arduino's RXPIN which is pin 3.
#define RXPIN 12
#define TXPIN 11
//Set this value equal to the baud rate of your GPS
#define GPSBAUD 9600
// Create an instance of the TinyGPS object
TinyGPS gps;
// Initialize the NewSoftSerial library to the pins you defined above
SoftwareSerial uart_gps(RXPIN, TXPIN);
// This is where you declare prototypes for the functions that will be
// using the TinyGPS library.
void getgps(TinyGPS &gps);
// In the setup function, you need to initialize two serial ports; the
// standard hardware serial port (Serial()) to communicate with your
// terminal program an another serial port (NewSoftSerial()) for your
// GPS.
void setup()
{
// This is the serial rate for your terminal program. It must be this
// fast because we need to print everything before a new sentence
// comes in. If you slow it down, the messages might not be vali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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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likely get checksum errors.
Serial.begin(9600);
//Sets baud rate of your GPS
uart_gps.begin(GPSBAUD);
Serial.println("");
Serial.println("GPS Shield QuickStart Example Sketch v12");
Serial.println("

...waiting for lock...

");

Serial.println("");
}
// This is the main loop of the code. All it does is check for data on
// the RX pin of the ardiuno, makes sure the data is valid NMEA sentences,
// then jumps to the getgps() function.
void loop()
{
while(uart_gps.available())

// While there is data on the RX pin...

{
int c = uart_gps.read();
if(gps.encode(c))

// load the data into a variable...

// if there is a new valid sentence...

{
getgps(gps);

// then grab the data.

}
}
}
// The getgps function will get and print the values we want.
void getgps(TinyGPS &gps)
{
// To get all of the data into varialbes that you can use in your code,
// all you need to do is define variables and query the object for the
// data. To see the complete list of functions see keywords.txt file in
// the TinyGPS and NewSoftSerial libs.
// Define the variables that will be used
float latitude, longitude;

GPS More • 51

// Then call this function
gps.f_get_position(&latitude, &longitude);
// You can now print variables latitude and longitude
Serial.print("Lat/Long: ");
Serial.print(latitude,5);
Serial.print(", ");
Serial.println(longitude,5);
// Same goes for date and time
int year;
byte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hundredths;
gps.crack_datetime(&year,&month,&day,&hour,&minute,&second,&hundredths);
// Print data and time
Serial.print("Date: "); Serial.print(month, DEC); Serial.print("/");
Serial.print(day, DEC); Serial.print("/"); Serial.print(year);
Serial.print(" Time: "); Serial.print(hour, DEC); Serial.print(":");
Serial.print(minute, DEC); Serial.print(":"); Serial.print(second, DEC);
Serial.print("."); Serial.println(hundredths, DEC);
//Since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and hundr
// Here you can print the altitude and course values directly since
// there is only one value for the function
Serial.print("Altitude (meters): "); Serial.println(gps.f_altitude());
// Same goes for course
Serial.print("Course (degrees): "); Serial.println(gps.f_course());
// And same goes for speed
Serial.print("Speed(kmph): "); Serial.println(gps.f_speed_kmph());
Serial.println();
// Here you can print statistics on the sentences.
unsigned long chars;
unsigned short sentences, failed_checksum;
gps.stats(&chars, &sentences, &failed_checksum);
//Serial.print("Failed Checksums: ");Serial.print(failed_checksum);
//Serial.println(); Serial.println();
delay(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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