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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1차시: 공중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을까?

¦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실내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색연필 세트, 스케치 북, 반려식물(다육이, 틸란드시아, 아이비, 스투키,
스타티필름, 아비스, 수경재배 장치

생각 열기
◆ 지구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포
도당에는 화학에너지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구상의 생물들은 생존할 수 있
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은 지구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난다면 어느 환경에서 일
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 자료를 보면서 지구 밖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어떠한 방법으
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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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아래 그림은 토양 없이 식물을 재배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할까요? 모둠별로 논의해보고 장치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 물과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설명

■ 빛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설명

■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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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구성(이미지 스케치)

생각 키우기

[모둠별 과제 활동]

◆ 토양이 없이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막이 대부분인 나라나 사막화가 진
행되는 지역에서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둠별 아이디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ZOOM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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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구성(이미지 스케치)

생각 다지기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식물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중 반려 식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보고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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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2차시 : 밭에서 잡초만 제거할 수 없을까?

¦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사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물 인식을 위해서는 패턴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학생 개인 스마트폰, 색연필 세트, 스케치 북, 네임펜, 자, 투명필름

생각 열기
◆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이 일일이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 제초제를 뿌려
잡초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
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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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사람 얼굴에서 다양한 지점을 잡아 이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사람마다 다른 얼굴 패턴이 형성됩니다. 각자
자신의 사진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본인 얼굴을 그려보세요.
(아래 얼굴의 특징점 28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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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모둠별 과제 활동]

◆ 잡초를 제거하려면 잡초 잎의 특정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잡초는 식물이므로 아래의 나뭇잎에서 잎을 구
별할 수 있는 특정 패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얼굴 그림 그리는 방법과 동일하게 그려 보도록 합니다. 각 모둠
별 활동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ZOOM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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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다음은 우리가 자주 보기 어려운 꽃들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꽃들이 무슨 꽃들인지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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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3차시 :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까?

¦ IOT를 통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Smart Farm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센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색연필 세트, 스케치 북

생각 열기
◆ 5월은 농부에게는 아주 바쁜 계절입니다. 작물 수확량은 농부의 손길이 얼마나 자주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농사일을 하는 철수는 여행을 좋아해 5월에 유럽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농사를 하면서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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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Smart Farm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이용되어야 작물 수확을 높
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팜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장치들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모둠별로 논의해보고 그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 물을 주기 위한 장치 설명

■ 빛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설명

■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설명

■ 뿌리에 영양소를 주기 위한 장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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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모둠별 과제 활동]

◆ 여러분이 Smart Farm을 운영하는 도시 농부입니다. 원격으로 Smart Farm을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 폰
웹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웹으로 Smart Farm을 조정하기 웹용 아이콘을 제작해 보세요. 각 모둠별 아
이디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ZOOM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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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Smart Farm을 이용한 작물 재배는 보통 특정 작물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식물 중 스마트 팜
시설에서 잘 재배하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딸기

버섯

파프리카

블루베리

토마토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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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4차시 : 간이 Smart Farm을 만들어 보자!

¦ Arduino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Arduino를 이용해 간이 Smart Farm을 만들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아두이노 식물 키우기 세트 스마트 팜

생각 열기
◆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Arduino이고 오른쪽은 286 컴퓨터입니다. 두 장치는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만 컴퓨
터로서의 성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Arduino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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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Arduino를 이용해 간이 Smart Farm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mart Farm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Smart Farm에 대한 도면을 디자인해야 하고 공학적으로 각 모듈을 어
떻게 연결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실제 Smart Farm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블록코딩도 진행해야 합니다.

모둠별로 간이 Smart Farm을

설계해 보고 준비된 스마트 팜KIT를 이용해 간이 Smart Farm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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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모둠별 과제 활동]

◆ 간이 Smart Farm을 만들려면 Arduino를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명령
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rduino 운영을 위한 코딩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간이 스마트 팜운영을 위
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에는 아래의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모둠별
로 프로그램을 정해 코딩을 하고 코딩 소스를 스마트폰에 업로딩하여 간이 Smart Farm을 작동시켜서 식물
에게 물을 주는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ZOOM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cratch

m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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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생각 다지기
◆ 간이 Smart Farm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Smart Farm은 스마트 폰으로 작물 재배를 조절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미래 사회 농업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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